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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이해

사회복무제도 운영에 따라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들은 기존과는 다른
시스템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무를 하게 된다. 이에 사회복무
제도의 도입 배경, 외국 사례 및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교과목은 위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사회
복무요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

1.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를 이해하고, 스스로 사회복무
요원의 중요성과 가치를 정립할 수 있다.
2.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복무에 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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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이해

Ⅰ 사회복무제도 소개
1. 기본개념
ʻʻ사회복무제도ˮ란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하여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
든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필요
성은 높으나 민간공급이 어려운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
무토록 하는 제도로서, 과거 현역복무 ʻʻ대체자원ˮ 개념에서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재인 ʻʻ필수자원ˮ으로 역할을 전환하고 군복무에 버금가는 새로운 복무시스템
을 구축하는 것이다.
ʻʻ사회서비스ˮ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사회서비스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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ʻʻ사회복무제도의 기본원칙ˮ은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구축하여 병역의무
의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며, ʻʻ복무 분야ˮ는 과거의 공익근무요원 대부분
이 행정기관 등에서 단순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했던 것과는 달리, 노인･장애인･
아동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관련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 주관으로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할 정신
자세 확립을 위한 복무기본교육과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 주관으로 사회복지
시설,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및 국공립의료원 등에서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직무교육을 법정 의무교육으로 받게 된다.

2. 도입배경
사회복무제도는 2007년 도입 검토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
구 자체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인력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
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한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
었다.
이 중 선진국에 비해 늦은 입직연령을 단축하기 위해 병역제도 개선이 논의되
었으며,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병역제도 개선방안
으로 ʻʻ복무기간 단축ˮ, ʻʻ유급 지원병제 도입ˮ 및 ʻʻ사회복무제도 도입ˮ 등이 포함
되었다.
위와 같이 단순히 병역제도 변경 차원이 아닌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
는 국가 발전전략 차원에서 검토된 사회복무제도는 다음과 같은 도입배경을 가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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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과거 사회활동 가능자임에도 병역면제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군 복무와
대체복무간 복무부담 불형평성을 개선함으로써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한다.
둘째, 대체복무제도의 대대적인 재정비 필요성 제기
현역 군복무 대신 전경(ʼ13년 폐지), 의경(ʼ23년 폐지 예정), 경비교도(ʼ12년 폐지),
의무소방,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전투경찰, 경비교도 등의
경우에는 시대상황 변화에 따른 도입취지가 퇴색되어 재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산업기능요원은 사기업에 병역자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병역제도의 근본
취지에 배치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셋째, 국가 차원의 사회서비스 수요 급증
고령화･양극화, 재난･안전문제 확산 등으로 사회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다양
화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능 및 정부의 재정투입에 의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만으로는 공급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대체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정비하고 사회복무제도를 본
격 추진하게 된 것이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사회복무제도는 아래 그림과 같이 2008년 도입되어
2012년 전면시행(병역제도는 군복무와 사회복무로만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시
대 흐름 및 여러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되어 운영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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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ʼ07

ʼ08

ʼ09

산업
기능
요원

ʼ11

ʼ12

군복무

전･의경, 경비교도,
의무소방

현역 자원

ʼ10

대체복무

보충역 자원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등

사회복무

봉사, 보호, 감시

공익
근무
요원

행정,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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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무제도의 운영 기본방향
첫째,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 투입하며, 노인･
장애인 수발보조 등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공급이 어려운 분야에 우선 투입하되,
노동시장의 중립성 등을 고려한다.
둘째, 사회복무요원을 국가 인적자원으로 성장시킨다. 이를 위해 복무기본교육
(구, 소양교육), 직무교육 등 교육훈련을 통해 사회복무에 필요한 윤리의식과 전
문성을 제고하고, 복무관리 강화로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며,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력운영비는 국가부담 원칙(단, 책임성 확보 위해 일부 사
용자 부담)으로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복무관리 강화
•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 군복무와 형평성 유지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사회서비스분야
집중 활용
[사회복지, 보건의료,
환경안전 등]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실시
• 윤리의식 및 전문성 강화
• 실질적 역할 수행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
【현행 면제자 중 사회활동 가능자 모두 사회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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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무제도 외국 사례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서도 병역의무자를 사회서비스분야에 집
중 투입하여 국가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
데,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 대만, 스위스 등이다.
첫째, 독일의 경우, 민사복무제도라는 명칭으로 우리나라 사회복무제도와 유사
한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1956년 대체복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2011년 징병제 폐지와 함께 민사복무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50여년간 성공적으
로 운영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무제도 시행시 독일 민사복무제도 운영현황 및 교육사
례를 참고하였으며, 특이한 점은 독일에서 민사복무(사회복무)를 운영하는 민사
복무청이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가정･노인･여성 및 청소년부 소관
이었다는 것이다.
2008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무교육본부의 독일 민사복무제도 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를 보면, 독일 민사복무제도의 운영주체 등 관련사항은 다
음 도표와 같다. 이 당시 민사복무요원과 현역 군인의 복무기간은 9개월로 동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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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독일 민사복무청 부청장 Frau Peithmann은 ʻʻ민사복무요원(사회복무
요원)이 없는 복지국가 독일은 상상할 수 없다.ˮ며, 군 복무에 비견할 정도로 높
은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
독일에서 징병제 및 사회복무제도 폐지를 앞둔 2010년 ʻʻ공익근무 치비, 이젠
더 못 보니?ˮ라는 민사복무제도(사회복무제도) 폐지를 아쉬워하는 언론기사를 보
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ʻʻ병원과 양로원에서 노인들의 식사를 돕고 휠체어를 끌며, 긴급구조대에서 밤낮
없이 일하는 치비(사회복무요원)들의 활약은 대단해서 만일 이들이 없었다면 복
지기관이나 청소년 시설 등의 운영이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을 것이다.
지난 50년간 200만 명이 넘는 치비(사회복무요원)가 음지에서 독일 사회를 섬
겼다. 초기엔 군 복무를 기피한 겁쟁이란 오명으로 취직에도 불리하게 작용했
다. 하지만 오늘날 치비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이 아주 따스하고도 사랑스
러운 이미지를 떠올린다. 지난 세월 동안 치비들의 헌신적인 노력봉사가 이렇게
바꾼 것이다. 많은 독일인은 군 개혁과 더불어 그들의 존재가 역사 속으로 사라
진다는 사실을 무척 아쉬워할 것으로 보인다.ˮ

위의 기사를 보면, 사회복무제도의 성패,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 및
국가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은 사회복무요원의 헌신적인 노력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대만의 경우에는 1999년 병력 인원의 보충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병력
인원의 자질을 낮추지 않으며, 병역의 공평성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대
체복무제도를 계획하여 2000년부터 사회복무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며, 2018년
모병제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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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운영시 주관기관은 내정부(행안부)이며, 내정부 역정서
(병무청)에서 대체복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만의 사회복무요원들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관련 업무지원과 보건, 방역, 공공위생 관리 등 보건의
료 관련 업무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분야에서 복무하였으며, 2013
년 대만 감찰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대만 사회복무제도가 사회복지시설 등의
인력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대체복무요원들은 공공행정 및 사회지원 업무에 공
헌할 수 있어 긍정적이며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특히, 대만의 대체복무 4대 가치(지향점)는 우리의 사회복무요원 4대 복무가치
를 제정하는데 참고가 되었다.
셋째, 스위스의 경우에는 1996년 대체복무법이 시행되어, 스위스 시민권을 가
진 모든 남성은 병역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대체복무
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현역 판정자 중 본인이 희망하면 대체복무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스위스의 대체복무 주관 기관은 스위스 경제부 대체복무처이고, 권역별 7개 대체
복무관리센터에서 운영하며, 대체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은 현역의 1.5배 정도이다.
스위스 대체복무자들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사회복지분야, 보건분야, 자연환
경 보호분야 등 사회서비스분야에서 복무하고 있으며, 특이한 점은 ʻʻ근무기관 자
율 선택(상호선택제)ˮ이라 하여 대체복무자와 근무기관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업무 등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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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과 직무교육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운영한 과거 공익근무요원제도에서는 근무기관 특
성, 노인 및 장애인 등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교육이 없는 상황에서 복무
를 함으로써 공익근무요원은 물론 근무기관 입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과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던 20대 초반 청년들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서비스대상자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휠체어 사용법, 수발보조방법은 물론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복무요원이 국가인적자원으로 맡은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낼 수 있도록 2008년 사회복무제도 도입과 함께 「병역법」에 따른
ʻʻ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ˮ이 전면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보건복지분야에 근무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근무기관 배치 후 전국 6개 권역별 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
2주간의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기본직무교육과 복무중간 시기에 직무기술
심화를 위한 심화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었다.
사회복무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을 통해 사회복무요원들의 사회복지마인드 형성과 담당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1.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의 정의
「병역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을 ʻʻ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
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
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ˮ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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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회복무제도 시행 초기에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정리
되지 않아, 이전 ｢병역법｣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
으로 분류되었고, 일부부처의 경우, 사회봉사요원 등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였
으나, 2013년 12월 5일 ʻʻ사회복무요원ˮ 명칭이 「병역법」에 정식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명칭은 법적 용어가 아니므로 사용을 지양하고, 올바른
명칭인 “사회복무요원”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ʻʻ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ˮ은 현재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소방방재청 등 다양한 소관 부처별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중 보건복지
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기관(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의미한다.
특히,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공공단체 근무자를 제외하
고 보건복지부에서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다. 즉, 사회서비스분야에 복무하는 사
회복무요원 인건비 중 봉급, 교통비, 피복비는 소관하는 해당 부처(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등)의 예산으로 지급하고, 중식비만 해당 지방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2. 사회복무요원 교육 시스템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기초군사훈련 이외에 공무수행
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복무기본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
건복지분야 직무관련 법령, 기초지식, 직무기술 습득 등 사회복무요원에게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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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기본직무교육, 심화직무교육)은 사회복지시설 등
근무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윤리성과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계기
가 되고 있다.

가.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 체계 : 정신자세 확립 및 직무수행능력 배양
▪ 기초군사훈련
▪ 복무기본교육
▪ 직무교육

: 병무청 주관, 기본자세 및 책임의식 확립에 중점

: 수요부처 주관, 직무지식 및 기술 습득에 중점

나.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개
사회복무교육센터(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에서 실시하고 있다. 보건
복지 현장 이해 및 직무기술 함양을 위한 기본직무교육은 복무분야별 사회복지
과정, 사회복지직공무원보조과정, 보건의료과정 등 3개 기본과정과 사회복지분
야 근무기관 유형별 노인복지과정, 장애인복지과정, 아동복지과정, 지역사회복지
과정 등의 4개 전문화과정 등 총 7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심층 직무기술 함양 및 근무자세 재정립을 위한 심화직무교육은 일반심
화과정과 아동심화과정 등 2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 기본직무교육(2주)

- 사회복무요원 복무 초기에 보건복지 현장이해, 직무기술 및 현장적응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기초교육
- 기본이론 및 관점, 대상자 이해, 실천이론 및 방법, 직무기술 및 실습, 현장
실습 등 실무중심의 교육커리큘럼 및 교과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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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화직무교육(3일)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1년 전후에 심층직무기술 함양, 현장에서의 문제해
결능력향상 및 복무기강 재확립을 위한 보수교육 차원의 심화교육
- 현장에서 요구하는 심층직무기술을 사례중심으로 설계하여 직무수행관련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교과목 구성

3. 사회복무요원의 중요성
가. 국가적인 측면
1) 사회복무제도는 병역의무의 사회적 형평성을 높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분야에 인력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함께 사는 사회, 선진
복지국가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
2) 사회복무 인력을 사회복지, 보건의료,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
투입하여 국가의 사회복지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통해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개인의 발전
은 물론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다.

나. 사회적인 측면
1) 사회복무제도는 고령화 등 사회변화 추세에 따라 민간차원으로 해결하기 어
려운 분야에서의 사회서비스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
2) 최근 우리 사회의 고령화･양극화 문제 등으로 사회서비스 수요 급증에 따라
시장기능 및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만으로 공급에 한계가 있는데 사회
복무제도를 통해 이를 해결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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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무요원을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 투입하여 수발 서비스 등 기피하거
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 즉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공급이 어려운 분야에
신체조건, 적성, 전공, 경력 등을 감안하여 배치함으로서 복지서비스 수준
을 향상시킬 수 있다.
4) 사회복지는 온 국민이 함께 해야 한다는 사회적 연대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다. 근무기관 측면
1) 보건복지분야에 대해 사전 지식을 보유하지 못하고 근무했던 과거와 달리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을 통해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현장
에서 필요한 능력을 배양한 사회서비스인력이 지원된다.
2) 근무기간이 24개월(2020년 3월부터 21개월로 단축예정) 보장되므로 안정
적인 기관 운영에 도움이 된다.
3) 사회복지기관 특성상 직원과 이용자와 성비가 맞지 않을 경우 특정프로그램
실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회복무요원이 도움이 되고 있다(수영프로그
램, 목욕서비스, 나들이 보조 시 화장실사용 등).
4) 사회서비스 수요 증대와 욕구에 따른 근무기관 업무 경감 및 양질의 복지서
비스 확대 제공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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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상징
1. 4대 복무가치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무를 기존의 단순한 병역 의무만으로 인식해서는 대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무 특성상 실천과정에서의 진정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대상자와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는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만의 가치(마인드) 함양이
필요하다.
이에 사회복무교육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4대 복무가치를 제
정하여 사회복무 기간 동안 마음에 품고 실천할 수 있는 지향점을 제시한다.
가. 봉사(Service) : 투철한 사명감으로 뜨거운 실천을 이끈다.
▪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으며 따뜻한 손길로 감동을

이어준다.
나. 책임(Responsibility) : 긍정적 에너지로 헌신적인 열정을 가꾼다.
▪ 원대한

포부와 주인의식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긍정적 사고와

올곧은 가치관과 품성을 가꾸어 간다.
다. 소통(Communication) : 열린 마음으로 협력의 가치를 더한다.
▪ 서로

특별함과 다름을 인정하는 조화를 바탕으로 열린 마음과 가치를 통해

다같이 하나임을 공유해 나간다.
라. 배려(Consideration) : 존중과 양보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눈다.
▪ 상대의

의견과 행동을 존중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진심이 담긴 사랑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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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무요원 캐릭터 하비(Happy-Virus)와 하비 테마송
2009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무교육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분야 사회
복무요원의 다양한 활동을 상징화하고, 사회복무제도 홍보를 위해 사회복무요원
의 재능기부로 캐릭터 “하비(HaVi : Happy-Virus)”를 제작하였다.

하비 캐릭터는 슈퍼맨의 영웅이미지를 모티브로 하여 사회곳곳의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도와주는 사회복무요원을 상징화하였으며, 천사의 날개를 상징하는 양쪽의
큰 귀로 국민들의 소리를 열심히 듣고, 열정적인 눈빛과 큰 눈으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며, 활짝 웃는 미소와 함께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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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향해 힘차게 뛰어가는 역동성을 표출하였으며, 가슴의 S자는 Social
Service(사회복무)의 이니셜 S를 반전배치하여 하트(사랑)를 형상화하였다(특허
청 상표등록).
또한, 2010년에는 사회복무요원 주제가인 하비송(Havi Song)을 제작하였으
며, 가사는 다음과 같다.

우린 모두 해낼 수 있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
네 곁에는 내가 있어 힘을 내
너와 내가 하나 된 순간 우린 뭔가 이뤄낼 거야
어깨를 쫙 펴고 달려가 앞으로 움츠리지 말고
그래 너는 주인공 인거야 세상이란 무대 위에
그려봐 우리가 꿈꾸던 그 미래 우린 할 수 있어
달려 저 높은 태양을 향해 약속한 그 별 끝까지
널 기다리잖아 넌 할 수 있잖아 함께 이뤄내는 거야
한걸음씩 발맞춰 나가 두 팔 벌려 크게 외쳐봐
우리 함께 힘을 모아 그렇게
목적이 이끄는 삶 속 Goal In Line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걸어가
내 작은 손 꽉 찬 꿈들을 걸어
자! 슬픔, no More 내가 바라보는 그곳 너머
날 기다리는 또 다른 나 미래란 풍선을 꼭 잡은 맘

하비 캐릭터와 하비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무교육본부 홈페이지
(http://sos.kohi.or.kr)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특히, 사회복무교육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교재 등 교육
자료, 교육생 후기, 교육관련 언론기사 등 다양한 소식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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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성인지 감수성 이해 및 실천

최근에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안전과 인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알아야 할 성폭력의 개념, 실태,
관련법과 제도, 영향, 예방과 피해발생 시 대처방법, 피해자 지원을 기본 내용
으로 다루고 있다. 위의 교육내용을 통해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은 성폭력
관련 지식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올바른 성가치관을 정립하고, 성인지 및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켜 건강한 성문화 형성과 인권 보호의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동기부여 하고자 한다.

1. 성인지 감수성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성폭력 예방자로서 사회복무요원의 역할을 실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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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 이해 및 실천

Ⅰ 성인지 감수성 교육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성폭력 범죄의 발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난 10년간 다른
강력범죄(살인, 강도)등이 감소하는 것과 대비하여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
며 거의 2배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대검찰청, 2017).
성폭력 범죄의 유형도 다양화 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증가는 카메
라 등 이용촬영범죄의 증가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불법촬영, 유통, 협박 등 성폭력 범죄는 현대사회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28

성폭력범죄 주요 유형별 구성비 추이(2007년~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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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성희롱, 성폭력의 문제를 ʻ문제 있는 개인의 일탈ʼ로 여
기는 분위기도 잔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성폭력은 구조적 폭력으로 전체적인 맥락과 관계의 본질, 그리고 지지 기반에 근
거하여 약자에 대한 인권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를 대하는 방
식은 그 사회가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한 인권과 존엄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를 알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을 이해하고 예방하기 위해
최근에는 젠더폭력(gender violence)과 젠더감수성 혹은 성인지 감수성
(gender sensitivity) 등의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 시키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기 위해서,
우선 성폭력 범죄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은 권력의 문제다.
사회적으로 힘(power)을 가진 강자에 의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로써 범죄다.
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는 항상 권력관계가 존재 한다.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에서 남성이 가해자이고 여성이 피해자인 것 역시 이러한 권력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남성 가해자들이 성욕을 주장하기도 하고,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여긴다는 비판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남성과 여성의 양성평등에서 ʻ기
울어진 운동장ʻ이라는 현실을 마주하지 못하고 있는 오해일 뿐이다.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을 주장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권력이 일부 남성들에게 국한되어 있
고, 사회적 약자에서 대다수가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폭력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이자, 젠더문제이기도 하다.
젠더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성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규범과
문화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이정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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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으로 만들어진 차이는 그냥 다르기만 한 게 아니라 차별과 위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차이 때문에 차별이 생기는 것이
아닌 차별을 위해 차이를 만들어 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이다(이정주,
2018). 여성과 남성의 성별일 다르기 때문에 생물학적 기능의 차이는 당연히 존
재하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게 된
다. 하지만 모든 차이의 의미는 바로 그 사회에서 부과하는 것이다. ʻ남성스럽게ʼ,
혹은 ʻ여성스럽게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사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고 이것
은 자연의 질서, 관습, 오랜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은 권력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을 위해서는 차이에 대한 사회적
의미의 차이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과목에서는 이 사회의 성인으로서 건강한 사회적 변화의 주체적인
책무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알아야 할 성폭력에 대한 특성과 피
해자 보호를 위한 역할, 그리고 양성평등을 실천하기 위한 성인지 감수성의 의미
와 실천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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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폭력과 피해사례
1.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및 특성
가.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이란 일반적으로 힘의 차이(물리적인 힘, 연령, 성별, 사회적 지위, 경제
력 차이 등)를 이용하여 폭력, 협박, 유인 등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
에서 가해지는 성적침해 행위이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
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이다. 즉 위력, 위계를 이용하여 성을 매개로 하
여, 성적인 방법으로, 또는 성적인 부위에 가해지는 일방적인 폭력행위로서 강간
뿐 아니라 원치않는 신체적 접촉, 음란전화, 불쾌한 언어와 추근거림, 음란한 눈
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 성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
한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행동
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다.(2013년 개정된 개념, 특히 성적자기결정권이란 낱
말이 새롭게 포함됨)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ʻ성폭력 피해자ʼ는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며, ʻ성폭력 행위자ʼ는 성폭력범죄를 범
한 사람으로 정의한다.1)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ʻʻ성폭력행위자ʼʼ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3. ʻʻ성폭력피
해자ʼʼ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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ʻ신림동 주거침입 시도ʼ 남성 강간미수 혐의 구속기소
신림동의 한 원룸으로 귀가 중이던 여성의 뒤를 쫓아 집 안으로 침입하려 시도
한 남성이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은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의
한 원룸에 침입하려 시도한 조아무개(30)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조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28일 새벽
술에 취한 채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한 조씨는 옷 속에서 모자를 꺼내 눌러쓴
후 피해자의 원룸까지 약 200m의 거리를 쫓아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조씨는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원룸으로 들어가자마자 문이 닫히지 않
도록 현관문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급히 문을 닫는 바람에 침입에 실패했다.
하지만 조씨는 침입 실패 이후에도 10여분 동안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렸으
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ʻʻ물건을 떨어뜨렸으니
문을 열어달라ʼ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고, 침입을 포기한 것처럼 복도 벽에 숨어
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ʻʻ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도
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됐다ʼʼ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에게 성폭력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ʻʻ조씨의 성향과 행위 및 침입을 시도한 곳이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원룸이라는
장소적 특징, 경험칙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ʼʼ고
밝혔다. 집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침입을 시도하는 것과 달리 술에
취한 여성이 집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문을 열려 지속적으로 시도한 점을 고려
할 때 ʻ강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내지 협박ʼ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는 것이다. 검찰은 더불어 조씨가 2012년에도 술에 취한 여성을 쫓아가 강제로
추행한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19-06-25 한겨레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9290.html#csidxea1a595980
7827b80d765c9db42c1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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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률에서의 유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에서는 성폭력 유
형에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
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 친족성폭력,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유형
강간

정의

법률조항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형법 제297조

유사강간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형법 제297조의 2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강제추행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형법 제298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형법 제299조

미수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미수도
처벌

형법 제300조

특수강간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
하여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성폭력특례법
제4조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13세 미만의
준강제추행 한 경우. 또한 유사성교행위(즉, 폭행이나
미성년자에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대한 강간,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강제추행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범한 경우

형법 제305조,
성폭력특례법
제7조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또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관계에
친족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의한 강간 등
경우

성폭력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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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4

정의

법률조항

장애인에 대한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 신체
강간･강제추행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 강제추행한 경우 등
등

성폭력특례법
제6조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업무상 위력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등에 의한 간음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하는 경우

형법 제303조

공중밀집장소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의 공중이 밀집하는
에서의 추행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폭력특례법
제11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성폭력특례법
제12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

성폭력특례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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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상별 성폭력 특성 및 피해사례
1) 아동성폭력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의 개념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
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 비친고죄
를 적용하고 있으며, 아동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은숙,
2004). 성폭력 특례법에서 보호하는 아동의 연령은 13세 미만을 말한다.아동성
폭력이란 가해자의 성적욕구 충족을 위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가하는 모
든 성적침해행위를 말한다.
아동성폭력이란 가해자의 성적욕구 충족을 위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가하는 모든 성적침해행위를 말한다.
최근 아동성폭력은 피해자인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폭력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것과 그루밍(grooming)이라고 하는 소위 길들이기 과정을 통해서 아동
피해자가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로 마치 동조된 것 같은 주장이나 교묘한 협박
등으로 억압되고 있다는 점들이 밝혀져왔다. 즉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아동이 스
스로 말하기란 매우 어렵다. 또한 성인 성폭력 피해자 중 많은 여성들이 아동기
에 성폭력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하고 있고 아동기 조기개입과 조치가 중요
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자 아동에 대한 성폭행도 민감하게 생각해야 한다. 최근 한 초등학교
에서는 직원 2명이 초등학교 남아를 성추행하고 드릴로 협박한 사건도 발생하
였다. 가해자들은 손자같아 귀여웠다라고 장난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아동학대
에 대한 인식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다. 아동성폭력의 경우 여아
에 국한되어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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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폭력 포르노 제작 사범 최고 무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
작･배포 등) ①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
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례 1. 檢 ʻʻ조재범, 000 8세때부터 정신적 지배･･･그루밍 성폭력ʻʻ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000 선수를 3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38) 전 국가대표 코치에 대해 검찰이 8세 때부터 피해자를 길들인 '그루밍 성
폭력'의 전형이라고 공소장에 밝혔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ʻʻ조 전 코치가 어린 0 선수를 폭력 등으로 지배한 뒤 3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한
내용과 더불어 위계를 이용해 성폭력을 거부하는 심 선수를 협박했다ʻʻ고 밝혔다.
또 ʻʻ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도와 감독을 명분 삼아 교우관
계를 통제하고 경기력 향상을 명분 삼아 폭행을 일삼았다ʻʻ며 ʻʻ이에 피해자는 피
고인에 복종해 이의를 제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ʻʻ고 설명했다.
[출처: 중앙일보]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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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성폭력 야구 코치 구속 후 중2 소년 집 밖서 '플레이볼'
전북경찰청은 준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강간)
혐의로 전직 야구부 코치 B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 16일 검찰에 넘겼
다. B코치는 지난 5월 29일 오전 전북 지역 모 중학교 야구부 선수 일부가 묵
는 숙소에서 혼자 잠자던 A군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
고 있다.
A군은 B코치에게 성폭력을 당한 날 오후 늦게서야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털
어놨다. 그러면서도 ʻʻ야구가 너무 좋다. 이번 일로 야구부가 해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ʻʻ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는 이튿날(5월 30일) 학교를 찾아가 피
해 사실을 전했고, 교장은 B코치를 해임했다. 같은 날 관할 경찰서에 수사도
의뢰했다.
B코치는 경찰에서 ʻʻ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ʻʻ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식 결과 A군 방에 있던 이불 여러 군데서 B씨의
체액이 검출됐다. 경찰은 물적 증거가 나오자 지난 8일 B코치를 구속했다.
[출처: 중앙일보] 2019.08.24.

2) 청소년성폭력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9세에서 24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에 의하면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고 있으나, 청소년성폭력을 정의하는 데에
있어서는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아동성폭력의 개념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고려해보면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청소년의 신체적, 성적 성숙이 빨라지고 무분별한 성문화의 범람으로 청
소년들이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기는
성폭력 피해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시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성폭력 가해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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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성폭력은 윤간
이나 강도강간 등 특수강간의 비율이 높고, 남성 피해자의 수도 상당히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친족내의 피해, 선배나 동급생에
의한 피해, 교사나 강사 등에 의한 피해의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데이트 상대
에 의한 성폭력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02).

사례 1. ◆ 끝나지 않는 ʻ아이들의 잔혹사ʼ
2010년 20대 남성 3명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2살 초등학교 여학생을 여관
으로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돌아가며 성관계를 맺었으나 법원에서 무죄가 난
사건이 대표적이다. 법원은 ʻʻ음주와 성관계는 인정되나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ʼʼ고 밝혔다. ʻ초등학생인 줄 몰랐다ʼ, ʻ저항
하지 않았다ʼ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지난 6월 ʻ10살 여자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ʼ은 1심의 징역 8년이 2심에서 3년으로 깎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ʻʻ피고인이
피해자 몸을 누른 행위가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는 아니었다ʼʼ고
했다. ʻ초등학생과 성관계는 있었으나 강간으로 볼 순 없다ʼ는 논리다. 이후 ʻʻ감형
판사를 파면하라ʼ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돼 국민 24만명이 동의했다.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자 중학생과 수십 차례 성관계
를 가졌다가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30대 학원장은 기혼남인 데다 자
녀도 있었으나 법정에선 ʻʻ중학생과 연인 관계였다ʼʼ고 주장했다.
권현정 탁틴내일 부소장은 ʻʻ아이들의 순수한 호의나 성적 호기심, 불안감 등을
이용해 ʻ동의 증거ʼ를 치밀하게 만들어 놓고 문제가 되면 ʻ서로 좋아한 것ʼ이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ʼʼ며 ʻʻ수사기관에 불려간 아이들이 제대로 된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달리, 가해자들의 방어 논리는 점점 더 정교해지는
추세ʼ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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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ʻʻ모두가 무관심할 때 손 잡아준 선생님… 성적요구 거부 못한 내가 죄인된 심정ʼʼ
중학교 3학년. 음악이 꿈이었다. 하지만 부모님도, 친구 누구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다. 한 사람만 달랐다. 선생님. 꿈을 이해해줬다. 이야기를 들어줬고 같이
고민해줬다. 가끔은 작은 선물을 주기도 했다. ʻʻ열심히 공부하라ʼʼ며 문제집을 건
넸다. 통기타를 가르쳐줬다. 비타민도 줬다. 점점 가까워지던 차에 그가 불쑥
말했다. ʻʻ손 잡아도 되니?ʼʼ 거절하지 못했다
따뜻한 조언자였던 그는 급기야 성적 요구까지 했다. 혼란스러워하는 ʻ나ʼ와 달리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행동했다. ʻ내가 이상한가….ʼ 한 번은 친구에게
그와의 관계를 에둘러 언급했다. 나중에 이를 안 그는 불같이 화를 냈다. 대단한
문제라도 일으킨 것처럼 쉼없이 몰아붙였다. 두려웠다. ʻʻ죄송해요….ʼʼ 한참 뒤 다시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온 그가 말했다. ʻʻ어디 가서 절대 얘기하지 마, 알겠지?ʼʼ
ʻʻ그때 내가 웃지 말걸 그랬나. 그때 문제집을 받지 말걸 그랬나. 나의 잘못인가.
계속 자기검열을 하게 돼요….ʼʼ
지난 12일 취재팀이 만난 이모(23･여)씨는 당시 기억을 털어놓고선 ʻʻ마치 내가
죄인이 된 기분ʼʼ이라며 고개를 떨궜다.
출처 : 세계일보.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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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인성폭력
성인성폭력은 만 19세 이상의 연령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이다. 성인성
폭력은 강력 범죄자에 의해 가해지는 특수강도강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피
해자가 맞는다거나 흉기에 상처를 입는 등 폭력적인 경향이 아동성폭력이나 청
소년성폭력보다 강하다(강은영, 2003).
성인들은 아동 및 청소년과는 달리 위기대처 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있다고 보
는 경향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인에 있어서도 성폭
력은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우리 사회 통념상 성인은 방어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도 피해를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 당시 저항하지 못한 강력한 폭행이나 협박 등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
에 강간피해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가해자
와 데이트 중이거나 같이 술을 마신 경우, 피해자 본인이 음주로 인해 인사불성
이었던 상태인 경우, 피해 장소가 가해자 차량･여관･피해자 집･가해자 집인 경
우에는 피해자의 행동과 품행에 대한 책임을 의심받게 되어 피해자 역시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심하다(여성가족부, 2005).
최근에는 성인성폭력에서 데이트 폭력이나 리벤티 포르노, 불법촬영 등의 디
지털 성폭력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소위 ʻ묻지마
폭력ʼ의 증가와 주거침입 등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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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현황

사례 2. ʻ리벤지 포르노ʼ 30대 징역형 확정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나체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교제 중이던 여성의 알몸이 담긴 사진과 영상 파일을
피해자의 지인과 회사 동료 등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
자가 헤어지자면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유
포된 영상물은 교제 당시 피해자가 A씨에게 보내준 것이라고 한다.
당초 검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A씨 측은 ʻʻ성폭력처벌법은 ʻ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퍼트린 경우ʼ를 처벌하는 조항ʻʻ이라면서 항소했다. A씨
처럼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영상을 퍼트린 경우는 이른바 ʻ몰카 유포ʼ에는 해당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A씨의 행위가 ʻ몰카 유포ʼ에는 해당하지 않더
라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출처 : 조선일보. (2019.08.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7/20190827018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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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성폭력
장애인성폭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은 성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권력에 대한 불평등을 가장 극
단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현혜순, 2000), 우리 사회에서 장애
인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이며 소수계층에 속하고 있어 성폭력의 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되고 피해자가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장애인 성폭력 문제는 비장애인 성폭력문제와는 다른 특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은 각 장애영역별(정신장애, 지체장애, 시각장
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로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애유형에 따
라 행동 특징이 상이하고 성폭력에대한 인지도, 피해 후의 영향과 대처과정에
보이는 행동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장애인들은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폭력에 대한 인지능력이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가 지속된 후에야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위험도가 높다. 셋째,
시설장애인의 경우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과 방어능력이 부족한 장애아동이나
여성장애인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1명보다는 다수가 장기적이고 지속
적인 피해를 당하는 특징이 있다. 넷째, 성폭력 피해 후,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해 피해사실을 가까운 사람에게 알리거나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의료적
처치를 하여 법적 대응까지 하는 과정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보건복지
부･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2004).
또한 성폭력 피해 장애인의 경우 피해사실을 밝히게 되더라도 진술의 어려움
으로 인해 진술의 일관성 부족이나 지적장애의 특성으로 인한 성폭력 당시 행동
오해의 위험성으로 인해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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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지적장애 아들 여자친구 수차례 추행･성폭행한 50대男, 징역 8년
지적장애인인 아들의 연인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ʻʻ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뤄졌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ʻʻ라
고 판시했다.A 씨는 앞서 지난 2017년 10월부터 다음해인 2018년 5월까지 강
원도 자택에서 아들의 여자친구 B(21) 씨를 상습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
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아들과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
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아들과 B 씨는 모두 지적장애인이다.
사례 2. 장애맞아요? 왜 기억하지 못하나요?
# 2017년, 지적장애 2급의 여성을 지하철에서 만난 A 씨. 여성은 장애인석에
앉아있었습니다. A 씨는 '맛있는걸 사주겠다ʻʻ며 여성을 모텔로 데리고 갔고, 모
텔에서 3만 원을 더 주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 지적장애와 정신분열증이 있는 여성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 씨. 여성
에게 '재미있게 놀자'는 쪽지를 수십 통 보냈습니다. 결국 집으로 찾아온 여성.
B 씨는 이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두 명의 남성,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혐의가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위계 등 간음'입니다. 위계(僞計). 쉽게 풀이하자
면 속임수를 썼다는 뜻으로, 이 경우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서' 성폭행
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성들, 어떻게 됐을까요?
A 씨는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는 속
임수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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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혐의는 성매매였습니다. 맛있는 걸 사
주겠다는 말에 모텔로 따라간 여성이 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는 결론이
됩니다. 어쩐지 개운하지 않습니다.
B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 가서
유죄 판결이 깨집니다. 이유는 A 씨의 사례와 같습니다. 성관계 자체는 속임수
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후에도 두 번이나 대법원에 다시 올라
가면서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졌지만, 속임수에 따른 성폭행이었다는 검찰 측
주장은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출처 : KBS NEWS (2019.02.25.)

2.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
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한다는 의미(대법원 2018.4.12. 선
고 2017두74702판결)이며,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
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즉 성폭력 사건이나 피해자를 대할 때 가해자 중심주의
혹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대사회에서 인권중심 양성평등적인 사회의 변화로 나아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잘못된
인식과 신념은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전가시키고, 가해자를
옹호해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지속적인 피해와 성폭력의
재범이라는 악순환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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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격적 특성이나 기본
성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호소를 한 적이 없다는 점만
으로 피해사실 전체를 부정하거나 평가절하 하는 것은 피해자중심의 접근이 아
닌, 가해자 중심, 통념에 따른 인식이라고 할 것이다.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판단해야...
1.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
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
기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 사실을 신고
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
는 경우도 적지 않다(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2.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
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
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3. 피해자 다움은 없다....
- 피해자라면...어떻게 계속 가해자를 위해 일할 수 있지?
- 피해자라면..어떻게 며칠 후 나이트에 갈 수 있지?
- 피해자라면...어떻게 저렇게 밝게 웃을 수 있?
- 피해자라면서...왜 도움을 호소하지 않았지?
4. 성폭력 피해, 눈으로 볼 수 있나?
- 겉으로 봐서는 멀쩡한데...
- 대체 무슨 피해를 입었다는 거지?
출처 : 김재련변호사(성폭력관련 법, 2019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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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편견을 가질 수
있다. 아래의 내용들은 피해자에 대한 극심한 고통과 차별을 의미하는 사회적 통
념의 대표적인 내용이다.

가.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갖고 있는 인식 중에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나 성폭력을 당할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
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성폭력을 당할 이유는 없다. 밤늦
게 다니거나 혼자 다녔다고 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따라 갔다고 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폭력 상황에서 빠져 나오지 않았다고 해
서 피해자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 또한 노출이 심한 옷차림등이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이다.
성폭력 가해자는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유인, 폭력, 협박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이다(이현혜, 2011).

나. 여성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여성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사회의 시각이 달라
져야 한다. 또한 여성들이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몸과 마음이 자유롭게 살
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된 성문화와 왜곡된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변화를 위해서는 여성, 남성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과 가치를 변화
시키기 위한 교육이 시급하다.

다.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
성폭력 상황에서는 다양한 폭력적인 수단이 동원되기도 한다. 이러한 폭력상황
에서 피해자는 당연히 공포, 불안, 죄의식 등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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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해자가 ʻ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이 불가능하다ʼ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
폭력 상황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상황
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상관없이 피해자의 방어 의무만을 강조하는 것은 성폭
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며, 끝까지 저항하라는 표현은 피해자
의 목숨이나 안전보다 성폭력을 막는 일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는 정조의무를
여성에게 강조하는 잘못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두려움이란 주관적 요소이고 설령 피해자의 두려움이 비합리적
이지만 상당한 위력을 발휘한다. 객관적으로 위협적이거나 두렵지 않은 상황이
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그런 피해자의 두려움을 이용했다면 그것은 이미 폭력
이 발생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Cal,1994).

#Me too #With you
ʻʻ침묵을 깬 사람들ʼʼ
미투운동은 일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문화 혁명의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투는 여성을 동료시민, 동료직장인으로 대우하라
는 말에 다름 아니고 동등한 시민권, 노동권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문제 인식이 확산되고 법제도는 있으나 이것이 왜 작동하
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조직문화, 기업경영원리의 변화, 노동시장 불균형 등이 변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분위기라고 할 것입니다
박봉정숙(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차 피해예방과 예방교육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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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캠페인은 미국내에서 또한 전세계적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ʻʻ성폭력 침묵하지 마세요ʼʼ .... 美 체조스타까지 움직인 미투 캠페인
#MeToo운동이 확산되자 미국 체조 금메달리스트인 맥케일라 마루니도 자신
또한 성폭력 피해자라고 밝혔는데 이를 시작으로 미국 체조국가대표 주치의인
래리 나사가 지난 20년간 250명 이상의 소녀와 젊은 여성을 상대로 벌인 성폭
력이 세상에 알려졌고 40년에서 175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래 레이첼 덴홀랜더라는 체조선수 출신 변호사가 2016년에 래리 나사를 고
발했으나, 래리 나사 또한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유명인사였기에 사건의 진전
이 없다가 미투 운동으로 사건이 급전개 되었습니다.
(JTBC 뉴스 포스트)

ʻʻ#me too 싸움의 끝은 우리가 바라는 세상과 닮아 있을 것입니다.
광화문 집회에서 사용된 피켓

라. 남성은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흔히들 성폭력이 발생했다고 하면 당연히 가해자는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일
것이라고 단정 짓는다. 남성도 얼마든지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3년 형법이 개정되어 성폭행 피해
자의 대상이 ʻ부녀자ʼ에서 ʻ사람ʼ으로 확대되어 남성도 포함되었고 이를 통해 성별
에 상관없이 성적 자기 결정권의 보호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여교수가 남성 제자에게, 직장에서 여상사가 남성 직원에게 강제추행을
해 논란이 되는 사례가 보도되면서 성폭력 피해 남성의 사례가 결코 사소하지 않
음을 알려주고 있다. 남성도 얼마든지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피해 남
성이 겪는 고통은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 못지않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성폭력
피해남성을 외면하지 않았는지 돌이켜보고 진지하게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남성들이 성폭력의 피해에 소극적으로 대처했으나 이제는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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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하거나 전국 36개의 해바라기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성폭력의 영향
성폭력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사회적인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이 영향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인지적인 영향이 행동으
로 나타날 수도 있고, 심리･정서적인 영향이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성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은 시간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얼마나 지속적으로 폭력이
있었는지, 위협적이었는지 또는 아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에 의해 성폭력이 있었
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성폭력 사실이 밝혀졌을 때 주변 사람들(부모,
친구, 이웃 등)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피해자가 성폭력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는 달라진다. 즉 인식의 정도에 따라 피해의 심각성은 달라질 수 있다.
증상은 부분적으로 나타나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며,
초기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시간이 흐른 후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성폭력 피해
아동의 경우 어릴 때의 피해경험이 성인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예방교
육과 함께 조기개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림 2

성폭력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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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성폭력이 개인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Jenny
Wing, 2007).
표 1

성폭력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신체적

심리･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사회적

▪ 생식기 손상
▪ 성병 감염
▪ 임신
▪ 부인과 질병
▪ 비뇨기과 질병
▪ 위장의 탈
▪ 두통
▪멍
▪ 심신증
▪ 신체증상 없음

▪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한 외상
후 징후
▪ 정신장애
▪ 자살에 대한 생각/행동
▪ 분노
▪ 수치심
▪ 슬픔
▪ 더럽다고 느낌
▪ 집중력 저하
▪ 낮은 자존감
▪ 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 무감각(해리)
▪ 자기비난
▪ 혼란

▪ 발달 지체
▪ 학습능력
저하
▪ 이해력 감소
▪ 판단력 저하

▪ 자해
▪ 등교 거부
▪ 과도한 성취욕구
▪ 알코올/약물 중독
▪ 성적인 행동
▪ 섭식 장애
▪ 자기 파괴적인
행동
▪ 고도의 위험
행동
▪ 폭력/공격

▪ 신뢰감 부족
▪ 퇴행
▪ 지역사회에서의
어려움
▪ 가족에서의 어려움
▪ 고립
▪ 성과 성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
▪ 경계가 흐릿하거나
없음
▪ 순종함/
우유부단함

그러나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서 징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관
점에서 보면 성폭력에 노출되면 성폭력으로 인한 다양한 증상 또는 징후들이 나
타나지만 실제 임상에 있어서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
나 증상이 없다는 것으로 성폭력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외관상으로
증상을 보이지 않는 성폭력 피해자는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오히려 드러나지 않
는, 표현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처가 더 클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중요한
점은 성폭력 피해 후 피해자에 대한 주변의 태도이다. 피해자를 얼마나 지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성폭력 피해의 영향은 다르기 때문이다(이
현혜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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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징후
∙
∙
∙
∙

∙
∙
∙
∙
∙
∙
∙
∙

악몽, 잠투정, 어두움에 대한 두려움, 혹은 다른 수면 문제
이따금씩 멍해짐
∙ 폭식증 또는 거식증
감정에 대한 기복이 심함 : 분노, 두려움, 화, 혹은 철회
특정 장소나 사람, 물건에 대한 두려움(보모, 친구, 친척 혹은 다른 아동이나
어른과 혼자 남겨지는 것을 원치 않음; 평소에 활발하고 수다스러운 아동이
특정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조용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려 함)
자주 씻거나 까다로움
∙ 특별한 이유 없이 복통이 지속됨
등교 거부, 유치원이나 학교생활에서 부적응, 교우관계의 어려움
퇴행 증세 : 오줌을 싼다던지 손가락을 빠는 등 어린 아동처럼 행동함
부적절한 성적 행동 : 인형과 성적 자극을 하거나 친구/형제에게 성적 행동을
요구하는 등 장난감, 다른 아동과의 성적 행동을 함
사적인 신체 부위에 대해 새로운 단어 사용
어른 혹은 다른 아동과의 ʻʻ비밀ʼʼ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거부함
새로운 나이 많은 친구에 대해 이야기 함
갑자기 돈이 생김
∙ 자해 등

아동 성학대 신드롬
(The child abuse accommodation syndrome, Roland C. Summit)
: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 아이들이 선택하는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
1. 비밀지키기(Secrecy)
2. 무력함(Helplessness)
3. 함정과 적응(Entrapment & Accommodation)
4. 지연, 갈등, 사실 알리기(Delayed, Conflicting & Unconvincing Disclosure) :
피해 후유증 발견
5. 철회(Retraction) : 주변사람들의 혼냄, 불신 더 힘듦
위에 제시한 징후는 다른 스트레스 등의 요인으로 징후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징후가 반드시 성폭력으로 인한 징후가 아닐 수 있지만) 자주 행동을 보일 때
에는 성폭력으로 인한 영향이 아니지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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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폭력 피해 발생 시 대처
가. 성폭력 발생 시 초기 대응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는 매우 충격적이며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된다. 성폭력
사실에 대해 용기있게 이야기를 하거나 노출되었을 때 피해자를 처음 대면하는
사람(그의 가족이나 신뢰관계자)이 어떻게 초기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피해자와
그의 가족의 상처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전문기관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를 하는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성폭력 문제는
전문성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자는 전문기관의 도움으로 의료･상담･법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드는 경우는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 전담 병원을 가서 의료조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의료적인 처치 외에 법률 지원을 위한 진술조사 등 증거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해바라기센터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경찰(117, 112)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도록 한다.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처벌로 성폭력에 대한 책임을
가해자가 지는 것은 피해자의 회복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전문기관에 가기 전에는 경찰 신고를 대비하여 씻지 않고 당시에 입었던 옷,
상처 등을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한다. 혹시 옷을 갈아입었다면 그 옷은 빨지 말고
그대로 종이봉투에 보관하고, 상처나 대소변을 닦은 휴지, 옷이나 신체에 묻은
부스러기 등도 종이봉투에 보관하여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48시간 안에 전문기관을 방문하여야만 유전자적인 증거확보가 가능하다.2) 그러

2) 이경복, 성폭력피해자의 의료적 지원, 여성장애인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자료집, (사)경원
사회복지회, 2008 내용 축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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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점을 알기는 어려우므로 양육자나 교사가 이
러한 사실을 평소에 알려주어 주의하도록 해야 하며, 만약 성폭력 피해를 입으면
반드시 양육자나 교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꼭 말을 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성폭력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물어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절대 피
해자가 사용하는 용어를 바꾸어 주거나 상황에 대해 꼬치꼬치 물어보거나 예측
하여 질문하지 않아야 한다. 그 이유는 가해자의 처벌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피해자가 사용한 용어를 변경하거나 구체적인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질문은 피해자의 진술을 오염시킬 수 있으며, 진술오염은 가해자
를 처벌하는 데 심각한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올바른 태도3)
1) 피해자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님을 말해 주고, 가해자의 잘못
임을 분명히 말해준다.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자책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잘못이 아니어
도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2) 피해자에게 말할 권리가 있고 말하는 것이 용기 있는 것임을 알려준다.
성폭력 피해에 대해 말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용기
있게 말을 해준 피해자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3) 이현혜,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실천 매뉴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2 내용 중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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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가 말해준 내용에 대해 침착하게 반응한다(감정 조절하기).
성폭력 피해자는 나이가 어릴수록 자신이 겪은 일이 어떤 것인지, 성폭력인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어른이나 주변인이 지나치
게 흥분하거나 비난을 하게 되면 피해아동･청소년은 자신에게 큰 일이 일어난 것
으로 생각하여 자신이 겪은 일을 축소하거나 자신이 말한 내용을 철회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부모, 교사 등 보호자나 주변사
람들은 침착하게 반응을 하고 말을 해준 것에 대해 용기를 주어야 한다. 만약
피해자가 말을 하다가 중단을 하더라도 조바심내지 말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
하다.
4) 적극적인 경청을 해야 한다. 주의 깊게 듣고 공감해주어야 한다.
피해자가 성폭력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어
야 한다. 피해자의 감정과 반응을 존중하고 위로해주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
은 상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강요하듯 질문하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자신
이 알고 있는 용어나 단어로 그대로 표현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세부사항을 묻
거나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것은 피해자를 지지해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
자를 비난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게 할 수 있다.
5) 말한 내용을 그대로 믿어주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하기가 쉽지 않다. 누구
에게 말을 해야 할 지,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줄 지, 비난을 받지는 않을 지 등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줄 사람
을 만나게 되면 우발적으로 사실을 폭로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실을 들은 보호
자나 주변인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자신의 말
을 철회하게 되어 우리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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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해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피해 사실을 들은 사람은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는 지 들어주어야 한다. 단순
히 힘들어서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성폭력을 중지해 주기를 바라
는지 등에 대한 욕구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외
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피해자에게 설명을 하여 피해자가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듯 피해 사실을 들은 보호자를 비롯한 주변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피해
자를 비난하지 않고 피해자가 이야기를 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준 후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피해자는 이야기를 들어 준 사람을 신뢰
하게 되어 친밀해짐으로써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재 피해 예방도
가능하게 된다.

다. 성폭력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태도4)
2차 피해란 성폭력 발생 이후 ʻ해결과정ʼ에서 발생하는 피해로 즉 수사과정에
서 경찰이나 검찰, 언론 등이 피해자에 대한 통념에 기반해 수사를 진행하거나
기사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수사과
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의심이나 통념에 의한 판단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이미 1996년에 2차 피해란 ʻʻ피해자의 고통을 증가시키
거나 피해자의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ʼʼ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즉 피해자가 그만
큼 신고와 처리에서 갖는 두려움을 이해하는 성인지적 관점에 따른 법률을 제정
했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직장이나 조직 내에서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신원노출, 업무상 불이익 등의 이유로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최근 미투운동 등과 같은 나중에 그 피해

4) 박봉정숙(2018), ʻ2차피해ʼ 예방과 예방교육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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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쉽게 ʻʻ그때 이야기하지 그랬나ʼʼ 혹은 ʻʻ지금에서야 이야기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ʼʼ 등의 질문이나 시선이 바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양산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5. 성폭력 관련 법률 및 제도
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4년 제정된 ｢성폭력특별법｣을 각각 법무부 소관의 성폭력범죄자 처벌법과
여성가족부 소관의 피해자보호법으로 구분 입법하였다.
그 후,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보호시설 인가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고, 2013년 6월 19일에 발
효되었다.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
범방지를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최석
림, 2010).
첫째,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13세 미
만의 여자에 대해 강간죄를 범한 경우 형량이 증가하였다.
둘째,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 범죄의 경우 형법상
감경 사유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진행은 성년이 된 때부터 개시
하는 것으로 하여 미성년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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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DNA 등 증거자료가 확실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였다. 증거
소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 즉 DNA 증거자료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범죄
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도록 규정하였다.
다섯째,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여섯째,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및 인근 주민들에 대한 고
지인데, 기존 19세 미만 청소년 성범죄자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제도
를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폭력 범죄자로 넓혔다.
특례법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였고,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 범죄를 확대하였으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목
욕장 등의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는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수
치심을 유발하는 성범죄이므로 ʻ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ʼ를 신설했다.
그 외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조력인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증인지원관을 운영하고 있으
며,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형사
사법절차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진술조력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5)

5) [국회보 2012년 12월호] ʻ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ʼ ʻ새만금특별법ʼ 등 87개 안건 처리,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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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률
첫째 피해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1. 강간 피해자에 남성 포함
경찰청 - 피해 유형별･연령별 남성 성폭력 피해자 수
(단위 : 연, 건)

2. 유사강간죄 신설
(유사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
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은 행위)
3. 장애인 준강간(준강제추행) ʻʻ항거곤란ʼʼ 추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준강제추행)
으로 처벌
4. 친족관계의 의한 강간죄의 범위 확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의 주체가 되는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
과 인척에서 동거친족까지도 확대)
5. 사후의사에 반한 촬영물반포죄 등 신설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
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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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적 목적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 신설
(성적 욕망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탕, 찜빌방, 사우나에 침
입하거나 퇴거요구 불응시에 처벌 가능)
둘째 친고죄의 폐지
친고죄의 의미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수사나 재판 도중에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와 재판이 종료되는 범죄유형(고소기간이 제한)
셋째 형벌강화와 양형기준 및 합의의 문제
1. 형벌강화와 피해자 지원
형벌강화의 범죄억지효과에 대한 형사정책적인 논의 있음.
성폭력사건 해결에 있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의 균형
2. 양형 기준
감경요소 : 처벌불원, 상당금액공탁, 진지한 반성 등
가중요소 : 신, 간, 학적, 태적 침해행위 등
3. 피해자와 합의의제
**친고죄에서의 합의의 효력 : 사와 재판이 바로 종료
비친고죄에서의 합의의 효력 : 수사와 재판은 종료되지 않지만 양평에
반영되어 형이 대폭 감경되거나 때로는 집행유예로 석방
**앙형인자로서의 합의의 의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미성년자, 13세 미만자, 장애인, 친족 등의 합의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범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은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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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개정 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지원
1.
2.
3.
4.
5.

신뢰관계인 동석
피해자 신원,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성폭력전담조사, 진술영상녹화, 증거보전
19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성폭력전담재판부, 비공개재판,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등

다섯째 피해자 신변 보호와 지원 확대
가. 피해자 인적 사항 기재하지 않고 고소장 및 진술서 제출 가능
나. 2013.6.19부터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다. 2013.12.19부터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 범죄의 피
해자(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범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제도 지원
라. 모든 법원에 성폭력 사건의 증인을 위한 증인지원관실 설치
여섯째 신고의무제도
복지시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쉼터 등의 장과 그 시설 종사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
무 있음 →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부과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과 청소년을 성매매와 성폭행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0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이후 2009년 6월 9일 전부개정
되어 법률명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여기서 ʻ아동
청소년ʼ이란 ʻ19세 미만ʼ인 자이다(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이들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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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
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
로써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갖고 있다.6)
표 2

성폭력 범죄피해자의 보호 조치의 법률적 근거7)
보호 조치

전담 조사제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법률 / 조문
성폭력특례법 재24조

전담 검사, 사법경찰관 지정

성폭력특례법 제26조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장애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2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장애인

전문가8)의 의견 조회

성폭력특례법 제28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성폭력특례법 제29조

증거보전의 특례

친권상실청구 등

비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4

13세 미만 아동, 장애인
검사, 피해자, 법정대리인 신청

성폭력특례법 제31조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수사검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3 에게 요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청구

검사가 신청, 피해아동청소년의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6 형사 수사 절차, 소송행위에 대
변호인선임의 특례
한 포괄적인 대리권 행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9조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 사생활
에 관한 비밀을 누설금지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상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
및 치료

피해자, 보호자, 피해자의 형제
자매, 그 외 다른 사람

비밀누설금지

6)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출처시사용어사전, 2005) 인용, http://dic.search.naver.com.
7) 이현혜･민병윤･정진옥(2012), 장애인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개발 보고서,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8)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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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의심)자 발견




피해자가 피해 사실 발고

주변사람이 피해 의심, 인지





전문기관에 상담 및 문의, 신고의무 이행


피해자, 보호자 상담




고소 결정(피해자, 보호자)

고소 안함





원스톱센터 진술녹화, 경찰, 검찰에
고소(서면, 구두, 우편 등), 법률조력인,
진술조력인, 무료법률구조 신청

피해자, 가족 상담, 의료적 지원, 피해자
치료 및 회복프로그램, 쉼터 입소, 민사
소송, 성교육, 성폭력예방 교육 등



고소인(피해자, 보호자) 조사


수사, 증거수집, 참고인 조사


피의자 소환 조사




혐의 없음

범죄 혐의 인정







훈방조치

불구속

구속







사건 종결

귀가조치
소환수사

구속영장
유치장 입감





검찰 송치(경찰 수사 후 담당형사 의견서, 사건 기록 서류 제출)


검찰 수사 후 처분


불기소


항고


재항고



➜

혐의없음
죄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각하
타기관이송
소년부송치

기소


1심 : 지방법원


2심(항소) : 고등법원


3심(상고) : 대법원

출처 : 이현혜･민병윤･정진옥(2012),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개발 보고서,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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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상공개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을 근거로 2000년 제정 당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를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개하였으나, 성범죄자의 상세한 신
상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았다. 이후 2010년 4월 15일 법을 개정하여 ʻ성범죄자
알림eʼ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성인인증을 거쳐 성범죄자의 상세한 신상정보(사
진･신체특징･주소 등)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여 마련된 제도로 2012년 11월 개정을 통하여 신상정보의 등록에 관한 사항
은 법무부장관이 집행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현재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던 것
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하고, 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동 게시판에도
신상정보를 공지하도록 하는 등 신상정보 고지 제도를 확대하였다.9)

라. 성범죄자 신고의무제도10)
ʻ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아래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
여야 한다ʼ라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에서 신고의
무기관과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
신고의무기관은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
이집, 학원 및 교습소,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9) [국회보 2012년 12월호] ʻ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ʼ ʻ새만금특별법ʼ 등 87개 안건 처리,
2012-12-07.
10) 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 http://www.sexoffend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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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재활센터가 있다. 또한 신고의무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종사자에게는 아동청소년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신고의무기관은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학원 및 교습소,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
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
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재활센터가 있다. 또한 신고의무기관･시설 또는 단
체의 장과 종사자에게는 아동청소년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마.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11)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아 확정된
범죄자의 형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 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
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법｣ 제44조부터 제49조를 근거로 2006년 6월 30일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생활하고 활동하는 아동청소년 관
련 교육기관 등에 성범죄자를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취업제한 기관에서는 종사자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 조회가 의무사항이며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받는다. 또한 취업제한 제도를 위반한
때에는 성범죄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취업기관은 직장폐쇄, 등록허가 취소
등의 처벌이 따른다.

11) 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 http://www.sexoffend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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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기관은 <표 3>과 같고, 2012년 11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
획업소 등까지 확대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였다.12) 특히 ｢사
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2항에서도 성범죄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
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 3

취업제한 대상기관

(단위 : 개소)

취업제한 대상기관

시설기관수

관계부처

19,741

교육부

208,865

교육부

39,669

보건복지부

4,604

보건복지부

1

여성가족부

626

여성가족부

청소년 쉼터

65

여성가족부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92

여성가족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원)

25,908

국토해양부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체육시설

55,648

문화관광체육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및 교습소
보육시설(국립어린이집 등)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청소년보호지원센터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관, 야영장,유스호텔 등)

계

355,219

출처 : 성범죄알림e 홈페이지, http://www.sexoffender.go.kr

12) [국회보 2012년 12월호] ʻ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ʼ ʻ새만금특별법ʼ 등 87개 안건 처리,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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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관련 제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필름･비디오물･게임
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
한다.13)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처벌 근거법은 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
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3
년 6월 19일 개정 법률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처벌대상자와 처벌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무기 또는 5년 이상
의 유기징역)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10년 이하
의 징역)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3년 이상의 징역)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

13) 박경진 경찰(서울강동경찰서), ʻ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대처방법ʼ, 2012.12.07,
http://ww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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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법률 개정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와 소지 개
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ʻ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ʼ의 개념을 아동･청소년으
로 ʻʻ명백하게ʼʼ 인식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소지죄의 경우 ʻʻ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이라는 것을 알면서ʼʼ 소지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였다.14)

6. 성폭력 피해자 보호 서비스 전달체계
기존의 성폭력피해자 보호 서비스 전달체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마련되어 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 서비스 전달
체계는 성폭력 피해자들과 일차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
력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대표적인 위기개입 지원체계와 의료지원, 법률구
조서비스, 검찰 및 경찰서비스로 구성된다.

가. 성폭력 관련 전문기관15)
1)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긴급전화 1366은 피해자에 대한 1차 위기 상담과 긴급보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상담기관, 보호시설, 의료기관, 법률구조기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 등의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운영체계는 24시간
Hot-Line으로 운영되며 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긴급상담 및 안내･보
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8시간 3교대 근무체계를 취한다. 특히 긴급상황에 처

14) [국회보 2012년 12월호] ʻ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ʼ ʻ새만금특별법ʼ 등 87개 안건 처리,
2012-12-07.
15) 김재엽 외(2011),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인용
기관통계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통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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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피해자를 상담소, 보호시설, 112, 119 등으로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One-Stop 보호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여성･학교폭력 ONE-STOP지원센터
여성･학교폭력One-Stop지원센터는 2005년 8월 서울 경찰병원의 학교･여
성폭력 One-Stop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는 18개소가 설치되
어 있으며, 의료, 상담, 수사, 법률지원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지원된다.
특히 센터에는 여성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24시간 근무하므로 언제든지 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어 야간 진료가 가능하다.
그리고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피해여성의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국
가가 부담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3). 2015년부터는 해바
라기센터로 명칭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3) 해바라기아동센터 /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와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
에 관한 법률｣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2018년 현재 해바라기 아동센터 11개소,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15개소가 설
치되어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정신지체 장애인의 성폭력 피해
에 대하여 의학적 진단 및 평가와 치료, 응급구조 그리고 의료 및 심리적 지원과
신고 및 소송 등 법적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함으로써 성폭력의 피해로
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발달과 적응을 돕고 나아가 성폭력 피해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해바라기센터로 명칭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4) 성폭력 상담소
<표 4>에서 보여주듯이 성폭력상담소는 2017년 기준 전국에 181개소가 설
립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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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성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
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 및 의료기관, 성폭력피
해자 보호시설로의 인도, 셋째, 가해자에 대한 고발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넷째, 성폭력의 발생, 피
해,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전국 성폭력상담소 현황(2017년 현재)

표 4
구분

계

전체 181

(단위 : 개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5

6

4

4

11

4

4

2

39

8

8

15

12

9

12

15

출처 : 여성가족부(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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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전문기관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
아동센터

해바라기
아동･여성
센터

긴급전화
1366

여성･
학교폭력
원스톱센터

피해자
보호시설

전국 174개소
(장애인 25개소
포함)

전국 대도시
11개소

전국 대도시
15개소

전국 광역시도,
16개소

전국 대도시
16개소

전국 22개소
(장애인 4개소
포함)

성폭력방지 및
성폭력방지 및
근거 피해자보호 등에
피해자보호 등에
법령 관한 법률, 시행령,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
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

피해자 및
가족상담(개인,
집단, 방문상담 등)
의료, 법률,
피해자 의학적
주요
형사고소, 소송동행 진단, 심리상담,
기능
지원, 성폭력
의료, 법률지원
예방교육 및 홍보,
보호시설 및
관련기관 연계 등

긴급구조 지원
체계, 성폭력
피해아동, 청소년,
여성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사건조사, 법률,
의료,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1차 긴급상담,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등 유관
기관 네트워크
112, 119 연계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회복과
사회복귀 지원,
일상생활, 사회
적응훈련, 의료
지원, 학교전학,
성교육, 성폭력예방,
재발방지교육

전 연령대
지원
성폭력피해자
대상
(남성포함)

19세 미만
청소년,
지적장애인

전 연령대

전 연령대
전 연령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가정･학교 폭력 성폭력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1차 상담
기관
지속상담 및
특성
사례관리

소아정신과 의사 원스톱센터와
상주, 임상심리
해바라기아동
전문가, 심리평가 센터 통합 기능

구분
/
기관명

기관
수

긴급피난처운영

피해 사건 접수,
피해자진술녹화,
의료적조치
(산부인과, 증거
채취 등)

여성경찰 상주,
피해자진술녹화,
경찰서연계

피해자 치유,
재발방지

운영
시간

09:00~18:00(주중)
09:00~19:00
야간 및 휴일
야간 당직시스템
1366으로 착신

365일
24시간

365일
24시간

365일
24시간

365일
24시간

상담
전화

* 전국성폭력
상담소 주소록
참조

전국
6개소

전국 1366
휴대폰
(지역번호+1366)

전국
16개소

연락처 미공개

전국
9개소

출처 : 이현혜･민병윤･정진옥(2012),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개발 보고서,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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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나. 피해자 지원
성폭력 전문기관에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성폭력 사건이
본인이나 가족, 신고의무자, 상담기관, 수사기관 등에서 의뢰되면 면접, 전화, 방문
상담이 이루어진다. 이후 응급조치와 함께 증거확보를 위해 해바라기센터나 의료기
관을 방문하여 의료지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경찰의 초동수사와 검찰조사, 법적재판을 지원하는 법률적 지원이 이
루어진다. 또한 피해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민사재판의 정보제공, 보호시설, 장기
시설의 입소 등의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이러한 전 과정 속에서는 피해자와 그의
가족을 위한 심리･정서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상담치료 지원이 이루어진다.
1) 상담･치료 지원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를 극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상담자를 만나 정서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다. 성폭력 상담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지원은 심리･정서적 지원이다. 피해자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서적 지원을 통해 추후 이루어지는 상담과정에 대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
는 역할을 하게 한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안전이며, 안전이 확보된 후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신뢰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
다. 피해자가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고, 보호자가 있는 경우 이들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는 정보를 탐색해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2) 의료지원
성폭력 피해로 말미암아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있어야 하는 성폭력 피해자 또
는 가족에 대하여 치료비가 지원된다. 성폭력 피해자 본인, 가족이나 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의료기관은 성폭력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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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상담 및 지도, 성폭력피해의 치료, 성병감염여부의 검사 및 감염성병 치료,
임신여부의 검사,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진단서 발급, 기타 성폭
력 피해 증거물 채취를 위한 검사 등을 제공하여 성폭력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
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의하면 그동안
총 진료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5인의 위원회(가정･성폭력 관계시
설 대표, 의사 등 전문가)를 구성하여 심사 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0월
25일부터 폐지되어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성폭력 피해 후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부모와 가족이 겪는 심각한 후유
증상에 대한 심리 치료비도 전액 지원되며, 그동안 19세 미만의 피해자 부모나
보호자에 한정하여 지원했던 가족 의료비를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형제･자매
를 포함한 모든 가족으로 확대된다.
3) 법률구조서비스
법률구조서비스는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말미
암아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소송에 따른 시간적 여유 부족 등으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구
조를 하고 있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18개 지부 및 38개 출장소,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서 무료법률구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설
치된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확인서, 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 진단서,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을 제시한 성폭력 피해여성
에게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민･가사 소송 대리와 형사 사건무료변호, 법률상담 제공
등의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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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현 어려운 장애인의 특별한 ʻ입ʼ, 진술조력인
#2
과거 지적장애 2급을 진단받은 그녀는 성추행 피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해바라기센터에 왔다. 그런데 그녀는 조사자의 말을 즉각적으로 따라 말했고,
상황에 맞지 않는 혼잣말을 반복했으며, 눈 맞춤도 어려워보였다. 그녀는 일상
에서 반복적으로 학습된 질문에 대해서만 기계적으로 답할 수 있었고, 스스로
상대방과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진술조력인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경
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
가를 말한다. 이들은 임상심리, 발달심리, 상담심리, 특수교육, 언어치료 등 아
동 또는 장애인의 심리 및 의사소통 분야에 전문성을 지니고, 법무부에서 실시
하는 형사절차, 진술조력 전략 등에 관한 전문 양성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을 부
여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에 처음 도입된 진술조력인은 현재까
지 총 107명이 양성돼, 지난 5년간 총 5419건 가량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진술조력인을 단순히 피해자의 긴장감을 풀어주
는 사람 정도로만 인식하기도 하고, 아동 또는 장애인 피해자가 일상생활에서
말을 잘 한다고 판단되면 진술조력인을 활용하지 않기도 한다. 그리고 수사기관
이 진술조력인과 정보공유를 하지 않는 등 역할 수행에 한계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진술조력인이 굳이 필요하냐는 질문도 수 없이 받게 되고, 진술
조력인이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을 오염시킨다는 가해자 측의 공격도 받는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장애인 피해자의 아픔을 본다면, 그들의 형사사법절차상 진
술권 보장은 장애인 인권보호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점에 동의하게 될 것이
다. 장애의 종류와 특성, 장애인 및 아동과의 소통방법, 장애인 및 아동의 심리,
아동의 발달과정을 고려한 조사가 이뤄져야만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사건의 진
실을 밝혀낼 수 있다. 수사기관, 법원 등 사법종사자들도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은 장애인 피해자가 전달하는 더 정확한 진실을 마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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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최근 데이트 폭력, 이별 범죄 등의 신종용어가 등장하며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연인관계의 성관계 영상이나 상대방의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 또한 늘어
나고 있다. 이를 포르노 범죄 또는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데, 여성가족부 디지
털성범죄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8).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동영상 삭제를 중점적
으로 지원하고 있다. 센터에서 상담을 받게 되면 삭제 지원요원이 유출된 동영
상이 게시된 사이트를 찾아 요청과 동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
고,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할 때 증거수집 등 수사도 지원해주고 있다. 그리고
센터는 삭제지원을 요청한 동영상의 유포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주는 등의
역할을 한다. 비공개 게시판이나 전화를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18).

ʻ디지털 성범죄ʼ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 늘어…월평균 2배↑
올해 ʻ디지털 성범죄ʼ 피해자 요청을 받아 인터넷에서 삭제한 피해 영상물 규모
가 작년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는 ʻ디지털 성범죄 피해
자 지원센터ʼ의 2019년 상반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1천30명의 피해자에게
상담･삭제･수사 지원 등 4만9천156건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지원 건수 중 삭제 지원은 4만6천217건이었다. 이는 지원센터가 한국여
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2018년 4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8개월
간 이뤄진 3만3천921건의 삭제 지원 건수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월평균 삭제 지원 건수를 보면 2018년은 3천610건이었으나 2019년에는 7천
70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삭제 지원이 늘어난 이유로는 지원센터의 삭제 지원 인력 증가(9→16명), 지원
과정에서 삭제 경험이 축적됐기 때문으로 여가부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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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삭제 지원 외 현황을 보면 상담 지원은 2천605건, 수사･법률지원
연계 302건, 의료지원 연계 32건이었다. 같은 기간 플랫폼별 삭제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인터넷상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파일을 공유하는 ʻ피투피(P2P)가
1만6천344건(3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ʻ검색결과 삭제ʼ 1만3천932건
(30.1%), ʻ성인사이트ʼ 1만2천894건(27.9%) 등의 순이었다.
작년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뤄진 삭제 지원 비율은 낮아졌지만,
P2P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은 늘었다.이런 배경에는 피해 영상물이 주로 유통
됐던 텀블러(Tumblr)가 올해 초부터 자정 노력을 하며 유포가 줄었고, 주요 파
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에서 삭제 요청창구가 파악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여가부는 그간 피해영상물 삭제를 요청하기 위한 창구 자체를 알 수
없어 유포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삭제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1천30명 중 여성은 885명
(85.9%), 남성 145명(14.1%)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한
다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피해자 자신이 연령을 밝히지 않은 경우(570명･55.3%)를 제외하
고는 20대(229명･22.2%)가 가장 많았다.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을 보면
전체 피해 건수 1천910건 중 유포 피해가 578건(30.3%), 불법 촬영 509건
(26.6%), 유포 불안 304건(15.9%), 유포 협박 157건(8.2%) 등의 순이었다.
이는 피해자가 겪은 피해를 중복 집계한 것으로, 피해자 1명이 중첩된 피해를
본 비율이 전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여가부는 연내 365일, 24시간 피해 영상물 검색이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속한 삭제지원을 위한 피해영상물 검색 시스템과 지원 통계 등을
관리하는 ʻ삭제지원시스템ʼ을 경찰청의 ʻ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ʼ과 연계할 방
침이다. 특히 사람이 수작업으로 피해 영상물 검색하던 삭제지원 방식에서 ʻ시
스템ʼ을 통한 삭제지원 방식으로 개선해가기로 했다. 여가부는 현재 경찰청의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을 삭제지원에 이용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등과 협업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ʻ웹하드 사이트 불법촬영 삭제
지원 시스템ʼ도 시범 활용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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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복무요원의 역할
가. 성폭력 예방
사회복무요원은 기초군사훈련 4주 동안은 군인 신분이나 복무기간 동안은 민
간인 신분을 유지하게 되므로 법적으로 민간인으로서 보호･처벌을 받게 된다. 특
히 사회복무요원은 특성 상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업무를 전담하게 되고 대민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과 업무에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1) 대상자를 존중, 배려하는 태도를 가진다.
▪ 대상자의

특성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기

▪ 대상자를

이성적 존재로 존중하기

▪ 대상자에

대해 예의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기

▪ 상대방의

사적인 경계(boundary)를 존중하기

▪ 신체

접촉이 필요할 경우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 구하기

(단 응급상황에서는 제외)
2) 건강한 대인관계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준수한다.
▪ 시설

근무자의 경우 보호를 위한 주체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식하기
▪ 복무기관의
▪ 대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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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준수하기

시 올바른 태도로 모범보이기

▪ 대인업무대상과

건강한 신뢰감 형성하기

▪ 대인업무대상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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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폭력 대처
▪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나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설장이

나 종사자에게 보고하기
▪ 피해자에게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문제임을 인식시키고, 비밀보장 한계에

대해 말하기(성폭력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임을 알려주고, 전
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을 말해준다)
▪ 성폭력

피해 관련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꼬치꼬치 캐묻지 않기

▪ 피해자의

징후나 후유증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하기(관심･배려･존중하는 태도, 피해자의 감정 이해하기)
성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사회복무요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잘못된 성가치
관을 변화시키고, 성인지 감수성 및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조직 내에서 건강한 소통과 배려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며, 조화와 협
력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가진다면 타인의 인권 및 성적 권리를 침해
하는 성폭력은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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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해｣라는 교과목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부조
및 기타복지사업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한 교과목이다. 본 교과목에서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이해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과 복지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종류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이해함으로써 복지대상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보조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차상위계층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할보장수급자 선정기준과 지원내용을 알고 근무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설명할 수 있다.
3.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고, 필요시 129를 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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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해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해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스스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생

계, 의료, 주거, 교육 등)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복지제도이다.
▪ 우리나라

공공 사회복지 분야의 큰 분수령은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의 시행이었다.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가 ʻ생산적 복지ʼ라는 가치를 내걸고 등장한 것이다. 이때부터 생계비 지급방
식이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차별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능력 유무와는 무관하게 자산조사 과정을 거쳐 소득인정액 기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국민이면 누구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2014년

2월 ʻ송파 세 모녀ʼ 사건은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분야의 큰 전환점을

만들며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바로 맞춤형 급여제도다. 맞춤형 급여제
도1)는 최저생계비라는 획일적 선정기준에 따른 ʻAll or Nothingʼ의 폐단에서
벗어나 급여별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다층화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이
향상되더라도 일부 급여는 유지해 해당 가구가 느끼는 충격을 완화하게 된다.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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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추구하는 최종 목적은 근로능력 유무와 상관

없이 스스로 최저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이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스스로 독립된 경제적 주체로서 자립･자활하도록 원조하
는데 있다.
▪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하고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
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인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을 시도하게 되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신청 및 선정기준
가. 수급자 신청
1) 급여신청 주체
▪ 신청주의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직권주의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동의를 얻어 신청

2)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 주거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읍･면･동)에 신청

1) “맞춤형 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2014.12.30.)의 별칭입니다.
- “맞춤형급여“는 법률용어는 아니며, 이전의 통합급여 방식과 구분하기 위하여 급여
종류별로 선정기준을 차등하는 현 제도 운영방식을 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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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구비서류
필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
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구비서류(필요시)
•
•
•
•
•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확인서나 지출실태조
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신청 절차
▪ 상담을

통해 수급권자가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
▪ 초기

상담 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 인정하는 위

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안내
▪ 사회보장급여
▪ 읍･면･동

제공(변경)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안내

신청등록 후 시･군･구 즉시 접수처리

▪ 조사과정에서

서류보완이 추가될 수 있음을 안내

5) 신청 시 안내사항
▪ 처리기한

30일 내에 민원처리 후 통보예정임을 안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 수급자는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정확히 신고하지 않

을 경우 변동사항에 따른 급여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 비용을 징수함을 안내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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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업무처리 흐름도
읍･면･동

시･군･구 통합조사팀

초기상담
신청서등록



접수처리

수급권자,
소득재산반영
 부양의무자 

조사자결정
조사

시･군･구
사업팀

결정내용
통지

나. 수급자 선정기준
1) 보장의 단위 : 가구단위 보장(보장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 보장

2) 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 맞춤형급여 도입 이전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
의 중위 값을 말함

▪ 소득인정액

기준 :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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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21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단위: 원/월)

출처: 보건복지부 –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적용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 부양의무자
86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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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
가.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및 일반원칙
▪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 실시
▪ 자산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
2) 조사의 종류
▪ 신청조사

: 급여신청에 대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를
위하여 수행

▪ 확인조사

: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 조사

3) 자료 제출 요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자료 또는 조회결과와 실제 소

득･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4) 조사수행 주체
▪ 보장기관의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담당공무원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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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로능력 판정
1)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다음의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수급자는 당연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임

2)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

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그

밖의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소득조사
1) 소득의 의미 : “소득”은 사용되는 대상에 따라 그 내용이 각각 다름
▪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2) 소득평가액산정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 일차적으로
88

관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동 사회보장시스템

89

조회 자료와 본인의 급여신청 시 신고소득 및 소득관계서류 등을 근거로 조사
실시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조사

라. 재산조사
1)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금융재산(예금, 주식, 채권, 보험 등), 자동차(승용, 화물,
이륜자동차 등)
2) 조사범위 :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재산을 조사
3) 재산가액 산정기준 : 공적자료로 조회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
4)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 가액
- 기본재산액 지역별 현황

출처: 보건복지부 –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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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출처: 보건복지부 –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마. 부양의무자 조사
1)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부양의무자

제도 적용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법 제12조의2]

2) 조사의 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 부양의무자의
▪ 부양여부

부양능력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유

3) 부양능력판정 기본개념 :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있음
4)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90

▪ 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기준 충족

▪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91

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실시
가. 급여의 기본원칙
▪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 보장

▪ 보충급여의

원칙 : 생계급여수급자에 대한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

▪ 자립지원의

원칙 :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지급

▪ 개별성의

원칙 :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
대한 반영

▪ 가족부양
▪ 타급여

우선의 원칙 : 부양의무자의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우선의 원칙 :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이 먼저 행해져야 함

▪ 보편성의

원칙 : 보장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는 성별･연령･교육
수준･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않음

나. 급여의 종류 등
1) 급여의 종류 : 7가지
▪ 생계급여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

▪ 주거급여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

▪ 의료급여

: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비 등을 지급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

▪ 해산급여

: 조산(助産)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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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급여

: 사망한 경우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 자활급여

: 자활을 돕기 위한 급여

2) 급여의 보호
▪ 급여변경의
▪ 압류금지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음

3) 수급자의 의무 : 수급자는 변동사항 발생 시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거주지역이나

세대의 구성이 변동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그

밖의 수급권자의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4) 수급권의 양도금지

다. 급여의 결정
1) 급여의 결정
▪ 보장기관은

급여신청자에 대한 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함
▪ 급여의

결정일 및 선정여부, 탈락사유 등 결정내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급여신청 내용을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
2) 급여신청자에 대한 통지 : 서면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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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급여의 지급 절차
조사･관리
담당
급여변동
확인

표 2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급여자료
생성

회계
관련부서

급여종류별 사업담당


지급확정



지급의뢰



급여이체
및 지급
(20일)

급여종류별
사업담당


추가지급
(말일)

업무처리 과정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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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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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1 면]
처리기간
별도안내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실거주지 주소1):
세대주
와의
관계

성 명

)

건강상태
동거여부
주민등록번호
학력･재학여부
(장애/
(미동거
(학교명/학년반)
(외국인등록번호 등)
질병)
사유)

전자우편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가
족
사
항
1. 배우자 관계2)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2. 외국여권 소지자명3):___________, ___________
3. 국외출생자명4):___________, ___________ 4. 복수국적자명5):___________, ___________
부
양
의
무
자
6)

수급자
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 명

금융기관명

주

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급
여
계
좌

신청인
과의
관계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E-mail)

계좌번호

비고(사유)7)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 중 임차가구에 한함)
2),3) 해당자에 한함
4),5)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6)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7)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
에도 반드시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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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자가 □ 임차8) □ 기타9)) □ 교육급여
□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 (□ 가정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영유아
아동수당

□ 지급대상아동이름: ①

②

③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 초･중･고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학생
[통신사 □ KT □ SK브로드밴드 □ LG U+ □ SK 텔레콤 □ 기타(
교육비 지원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주민번호 :

아동･청소년

)

)]
]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

□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연장신청)
노인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장애인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
□
□
□

기타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급여
시설이용･입소 □ 희망키움통장(Ⅱ) □ 타법 의료급여10)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자녀생활서비스

)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자격
구분
신
청
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기초연금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
□
감면 서비스
□
□

전화번호
휴대전화

TV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할인 (고객번호:
휴대전화요금 (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도시가스요금 (사용계약자명:
도시가스사업자명:
지역난방비 (열사용자번호 :

)
고객번호:

)
)

가구원 추가 기재(휴대전화요금할인 신청시)

가
족
사
항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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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
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
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
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
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
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요금감면 (대행)신청 및 요금감면 대상 자격변동 여부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요금감면대상 자격상실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요금감면 (대행)신청이 제한됩니다.

확인
(체크)

□

□

확인
(체크)

< 유 의 사 항 >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
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
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
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ʻ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ʼ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요금감면 (대행)신청을 한 경우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
감면 : 지역난방공사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대리 신청인)11) 성명 :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8)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9)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
1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1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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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가구원
근로
소득

소
득
사
항

재
산
사
항

부
채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성명1)
상시근로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농업소득
원
원
원
(주재배작물명) (
)(
)(
)(
사업
임업소득
원
원
원
소득
어업소득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임대소득
원
원
원
재산
이자소득
원
원
원
소득
연금소득
원
원
원
정기지원
원
원
원
기타 사적이전소득
소득 (□ 무료임대)
공적이전소득2)
원
원 기타(지자체 지원금 등)
건축물
토지
원
(주택, 건물, 시설물)
선 박
원
입목재산
항공기
원
어업권
자동차
□ 자동차명 (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
금융재산
분양권
□ 소
(
마리,
원)
조합원 입주권
□ 돼지
(
마리,
원)
□ 기타가축
(
마리,
원)
동산
□ 종묘
(
원)
회원권
원)
□ 기계･기구류 (
□ 기타
(
원)
소계 (A-(B+C+E))
(A) 일정기간3)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B) 다른 재산의 구입액
기타 재산
(C) 부채 상환액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
개인간 부채
□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가구특성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4)
지출비용
□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원
원
원
)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신청인(대리신청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1)
2)
3)
4)

98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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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호 –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면]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세대주와의
관계

동의자
성명

금융정보 등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제공을 동의함1),2)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3)
(한글정자 서명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또는 무인･인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

-

-

1)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
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
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ʻ보건복지부장관 등ʼ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전(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아이돌봄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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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 사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 ｢장애인연금법」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주거급여법」 제14조,「아이돌봄지원법」 제24조제3
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의료
급여법」 제3조의3제2항, ｢주거급여법」 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기초연금법」
제11조제2항, 「장애인연금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와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
의6, ｢주거급여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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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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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소득층 통신 요금 감면제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민지원 정책
▪ 감면내용

: 시내･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 신천방법

: 신분증 지참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다. 기타 복지서비스
▪ 무료소송지원
102

: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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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지원제도
▪ 개인파산･회생
▪ 한국장학재단

표 3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소송구조 제도 : 서울지방법원장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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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대학의 대학생이 동 학자금을 지원받지 않으며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한국장학재단에서
매년 공고하고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동 대학 확인 요망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 1599-2000
- 학자금대출 홈페이지 : 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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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가. 주거가 일정치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
▪ 범위

: 거주불명등록이 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자,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 확인이나 소득･
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성 등의 사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하여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예: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의 거주자, 노숙자 등의 주민등록상 문제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사람
▪ 보장기관

: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수급자격

요건 : 실제거주지 내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ʻ실제거주ʼ로 인정하여 ʻ수급자격ʼ부여
▪ 지원내용

: 보호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필요한 일부를 지원

▪ 지원방법

: 실제 거주지역의 시･군･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회복지

전산 관리 번호(예: 123456-2345678)를 부여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나. 교정시설 출소 예정자에 대한 특별연계 보장방안
▪ 대상자

: 교정시설 출소자 중 출소 후 10일 이내 보장기관에 급여신청자 중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교정시설 출소자들이 적절히 보호 받지 못하여 사회적응 곤란,

재범 유혹, 노숙자로 전락 또는 사망에 이르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특별 보호 대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은 자격조사
를 통해 수급자로 보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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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신청의

특례인정 : 교정시설에서 출소 후 10일 이내 보장기관에 교정시

설에서 발급한 ʻ출소증명서ʼ 제출과 함께 수급을 신청하는 자 중 수급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수급자로 결정하여 생계급여 등을 지원함으로써 최저
한도의 기초 생활을 보장

다.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 목적

: 지역사회의 민간 복지사 및 유관 공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기초생

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
민을 적극 발굴하는 ʻ찾아가는 복지ʼ를 실천
▪ 운영방법

-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 주민 보장의뢰 권한 부여 : 국가의 보장이 필
요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보장을 의뢰받은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사항을 본인 및
사회복지사에게 통보
- 공공기관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 :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요금을 체납하여
서비스 공급이 중단된 저소득 가구의 명단을 공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생활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급자 선정여부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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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급여 사업
가. 의료급여 사업이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나. 종류
▪ 1종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무능력자,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타법 적용자(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
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
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행려환자
▪ 2종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급여내용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표 4

본인부담 비용

구분
1종

2종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200원

본인부담
상한액
매월 5만원

연간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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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차상위 계층 이해
1. 한부모가족
가. 지원대상의 종류
1) 지원대상 가구
구분

내용
• 모자가족 :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한부모가족
(모자 및 부자가족) • 부자가족 :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
종, 사망, 경제적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2)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

학시 만 22세 미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

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
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의 손자녀
▪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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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로서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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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정기준
1) 기본원칙
▪ ʼ18년

1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과 한

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분리
구분

선정기준

내용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청소년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지원기관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가구 단위로 선정

▪ 지원가구에

대한 복지급여는 급여 내용에 따라 가구 또는 개인단위로 지급

구분

지급기준

내용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사업

가구단위

생활보조금

개인단위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가구단위

자립촉진수당

개인단위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활비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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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가구규모
2020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52%이하)

한부모가족
(자격취득60%이하)

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지원내용(2019년 지원기준)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조손가족 및 만2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추가 아동양육비 이하 아동(만24세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
부모로서 월18만원의 양육비 지원하므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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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41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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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 사업의 목적
▪ 청소년

한부모는 어른 한부모가 겪는 빈곤과 자녀양육･생계･가사 부담 외에

학업 중단･취업훈련 부족 등과 같이 어려움을 느끼므로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자녀 양육환경개선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
2) 청소년 한부모 지원내용(2019년 지원기준)
구분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자립촉진 수당

지급시기

월별 지급

수시지급
(신청시)

분기별

월별 지급

지원액

월 35만원

연 154만원 이내

실비*

월 10만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52%~60%이하 60%이하인 가족으로서
60%이하
60%이하
(생계급여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제외)
제외)
제외)

*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등은 연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가능

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시설유형

입소대상 및 기능

기본생활지원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입소
기간
3년

모자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2년
가족 공동생활지원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자가족
복지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기본
시설
자립생활지원
3년
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 자립준비가 미흡한 모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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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형

입소대상 및 기능

기본생활지원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입소
기간
3년

부자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2년
가족 공동생활지원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자가족
복지
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부자세대로 자립준비가 미흡한 부
시설
자립생활지원
자가족
미혼 기본생활지원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지원을 요하는 여성
모자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가족
복지 공동생활지원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1년
2년
2년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
6월
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자립상담 및 문제해결 지원

이용
시설

2. 장애인 연금 대상자
가. 장애인연금제도란?
1)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
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2) 대상자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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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정기준
1)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 단독가구

: 122만원 이하

▪ 부부가구

: 195만 2천원 이하

2) 급여종류 및 지원액
자격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급여

장애인
연금 대상자 부가급여 대상자
(기초급여)

장애인 연금

기초
(일반재가)

장애인 연금

기초(보장시설)
(시설수급자
급여특례)

장애인 연금

차상위 계층
(차상위
급여특례

장애인 연금

차상위 초과

연령

부부인 경우
단독

1인
수급

2인 모두
수급시

초과분
감액 여부

부가급여

18~64

250,000원

200,000원

X

8만원

65이상

-

-

-

330.000원

18~64

250,000원

200,000원

X

-

65이상

-

-

-

일반:미지급
특례:7만원

18~64

최고
250,000원

최고
200,000원

O

7만원

65이상

-

-

-

7만원(14만원)

18~64

최고
250,000원

최고
200,000원

O

2만원

65이상

-

-

-

4만원

※ 2018. 9월 기초급여액 단가인상 : 장애인연금법 제6조제1항 개정에 따라 기초급여액을 25
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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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가. 지원 개요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

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

나. 선정기준
1)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1년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기준 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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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115

다. 지원대상자
1)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2) 만성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3)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라. 지원내용
1)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 지원내용

: 대상자는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2)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 지원방법

: 기존 세대에서 별도세대로 분리 후 산정된 보험료 지원

4. 차상위 자활대상자
가. 선정기준
1)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
수급권자이면서 자활근로 참여를 신청한 자
2)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환산하여 소득으로 부과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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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소득조사”에 준용
- 단, 실제소득 산정 시 부양비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
지 않음
3)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 (재산액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초공제액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기준 공제액 2.5배 적용
지역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초 공제액

1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구분기준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도의 “시”

도의 “군”

- 소득의 환산율 :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소득환산율

월 4.17%

월 1.04%

월 4.17%

월 100%

- 자동차 기준 특례 :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은 환산율을 월 100%로 적용하지 않고 일반재산
기준인 월 4.17%를 적용

나. 참여자 관리
▪ 자활

촉진 및 자활근로 사업 참여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

36개월로 제한하고, 다른 유형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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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가. 장애수당
1) 대상자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급범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됨
▪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만18~만20세로서 「초･중등교

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
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2)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3) 지급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재가)에게 월4만원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생계･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4만원 지급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에게 월 2만원 지급(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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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아동수당
1) 대상자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만18~만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경증장애아동은
▪ 2007년

등급재심사를 받지 않음

4월~2009년 12월에 등록한 장애인이 등록 당시에는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어 중
증장애아동수당 신청을 하면 등급 심사 대상임(2007.4~2009.12 기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자만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받았음). 2010년 1월 이후 등록한 중증장애인은 장애
등급 재심사를 받지 않음(단, 재판정 시기 도래로 재판정을 받는 대상자인
경우 등급심사 대상임)
▪ 장애등급

: 1~6급

- 중증장애인 : 1급 및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인
- 경증장애인 : 3~6급
※ 다만,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제외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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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 적용
- 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 ｢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 등도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지급액
구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월 20만원

월 15만원

월 15만원

월 7만원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2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
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의 경우 퇴소 시 재가 장애아동수당 지급

6.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
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이란?
▪ 초･중･고등학교에서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4대 교육비를 지원

하기 위한 제도
- 4대교육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등)
▪ 대상자

- 저소득층 수급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단 시･도 교육청별, 교육비별 지원 범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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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나.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
다. 신청 구비서류
필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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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필요시)
∙
∙
∙
∙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공공기관 등)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사용대차확인서

121

Ⅲ 긴급복지지원제도
1. 긴급복지지원제도
가. 개요
▪ 2004년

11월 18일 대구시 동구 불로동에서 저소득가정 부부의 5살난 아들

이 영양실조로 숨진 채 발견된 아사(餓死)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만들어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생
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
스를 신속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선지원･후
처리의 원칙으로 현장 확인 후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득･재산
기준 조사 전에 우선 지원한다.

나.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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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
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다. 지원내역
지원금액

최대
횟수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194,9,천원
(4인기준)

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

2회

종류

위기
상황
금 주급여
①
전
･
현
물
지
원
부가
급여
②

지원내용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643.2천원 이내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12회
(대도시, 4인기준)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복지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1,450.5천원 이내
시설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4인기준)
이용

6회

- 초 221.6천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 중 352.7천원
교육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고 432.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그밖의
지원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1회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연료비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98천원/월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각 1회 6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 횟수
제한
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없음

①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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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상황 주급여 지원금액

구분(원/월)

1인

2인

생계지원

441,900

752,600

의료지원

주거
지원
기준

3인

4인

5인

6인

973,800 1,194,900 1,415,900 1,636,900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대도시

387,200

643,200

848,600

중소
도시

290,300

422,900

557,400

농어촌

183,400

243,200

320,300

사회복지시설
535,900
이용 지원기준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라. 적정성 판단기준 : 소득, 재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
①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가구규모
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280,256 2,179,896 2,820,024 3,460,152 4,100,280 4,740,408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27,039원씩 증가(8인가구 5,897,558원)

② 재산기준
지 역

대 도 시

중 소 도 시

농 어 촌

금액(백만원)

188

118

101

③ 금융재산기준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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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원 절차
▪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등) → 현장 확인 → 지원결정 및 지급 → 사후

조사(소득 및 재산/1개월 이내) → 적정성 심사(3개월 이내/사후조사 보고
서 자료토대) →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
는 종료)
▪ 현장

확인은 지체 없이 실시하고, 사후조사 결과 기준 초과 시 긴급지원심의

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 결정

2. 긴급복지지원 사례
가. 사례1(주소득자 교통사고)
▪ 위기상황

- 세대주는 실직 후 친구와 동업으로 분식점을 운영 중이며 직접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하던 중 교통신호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나서 심하게 다쳤으며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며, 본인과실로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
- 처(47세)는 청소 등 일용직으로 월 80~90만원의 소득이 있었으나, 세대주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2명이 있음.
▪ 지원사유

: 주소득자(장○○, 48세, 4인 가구)의 오토바이 교통사로로 소득 단절

▪ 지원금액

: 총 5,010,100원

- 생계 1,194,900원, 의료 3,000,000원, 교육(중학생 295,000원(부교재비
212,000, 학용품비 83,000) 고등학생 422,200원(부교재비 339,200,
학용품비 83,000)), 연료비 98,000원
▪ 사후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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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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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노인 이해 및 체험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이해는 어느 때보다 중요
하다. 노인과 관련된 상품이나 문화 등이 생기고 노인을 위한 다양한 제도나
혜택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노인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자식들
에게까지 귀찮은 존재로 버려지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라면
과연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사회는 우리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은 근무하면서 많은 노인들을 만날 것이다. ｢노인 이해 및 체험｣
교과목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노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의 개념과 특성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노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노인이 겪는 다양한 문제 등을 알 수 있다.
특히, 노인체험장비를 직접 착용하고 체험함으로써 노인의 불편한 점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근무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욕구 및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알고 설명할 수 있다.
2.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편견 없이 응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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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이해 및 체험

Ⅰ 노인의 개념
노인학회는 ʻʻ노인이란, 노화과정에서 나타
나는 인간의 생리적･심리적･환경적 변화가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며
연령의 증가에 따른 환경변화의 적응에 어려
움이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통합하는 능력이
결핍된 사람ˮ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인
자를 말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연령으로 볼 때 노인은 60세를 기준으로 분류
하고 있고 경로연금제도나 각종 경로우대제도는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개념은 국가나 사회적･경제적 문화적 배경과 사회의 관습･규범
또는 그 사회의 전통과 역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노인을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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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회적 역할 상실이다. 주요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노인으로 규정할 수 있다.
둘째, 기능적 연령(Functional age)에 의한 구분이다. 개인의 특수한 신체적･
심리적 영역에 있어서 기능의 정도에 따라 노인을 규정할 수 있다.
셋째, 역연령(Chronological age)으로 구분한다. 시간 경과의 단위인 달력의
시간에 의하여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을 노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넷째, 가족 내에서의 역할로서 구분이 가능하다. 손자, 손녀를 얻음으로써 할
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이 새롭게 생길 때 본인뿐 아니라, 가족 내에서 노인으로
간주되어지며 가족으로부터 대접을 받게 된다.
다섯째, 개인의 자각(Self-Awareness)에 의해 노인을 구분 지을 수 있다. 주관적
으로 판단하여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노인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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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령사회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는 2018년 노인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로 진입
하였다.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구성 비율이 전체인구의 7%를 넘게 되면 ʻ고령화
사회ʼ가 되었다고 하며, 노인인구의 비율이 14%를 차지하면 ʻ고령사회ʼ, 20% 이
상이면 ʻ초고령사회ʼ로 분류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 할
때 노화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는 프랑스 115년, 독일 40년, 이탈리아 61년, 미국
73년, 일본 24년에 비해 아주 빠르다. 노인인구 증가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보
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급속히 진전되는 저출산･고령화 속도에 비
해 사회적 기반이 취약해 그 파급 정도가 더욱 클 것이다.
표 1

주요 국가들의 인구고령화 속도
도달년도

소요년수(년)

구분

고령화사회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한국

2000

2017

2026

17

9

일본

1970

1994

2006

24

12

독일

1932

1972

2009

40

37

미국

1942

2015

2036

73

21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이탈리아

1927

1988

2008

61

20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7%→14%) (14%→20%)

자료 : 보건복지부(2017), 보건복지백서

평균수명의 연장과 급격한 고령화에 관한 통계자료를 보면 오랜 기간에 걸쳐
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에 대한 준비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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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노인인구의 급증과 핵가족화 현상, 그리고 노인부양 의식의 약화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 건강 보호의 문제, 조기정년제, 역할 상실, 고독감 그리고 가족관
계의 문제 등이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1. 고령사회의 원인
고령 사회의 근본적 원인은 출산율의 감소라 볼 수 있다. 출산율의 감소는 산
업화에 따른 도시화, 핵가족화,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독신 문화 증가, 늦은 결
혼,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또한 생활수준 향상과 의학기
술의 발달로 인한 수명 증가, 과거 인구정책의 미흡도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가. 평균수명의 증가
경제 수준의 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과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로
질병예방 및 질병 발견으로 조기 사망률이 감소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평균수명이 연장되었다. 1970년대와 비교해 보면 현재 약 20년 정도 수명이 연
장되었다.

자료 : 통계청, 「2016 생명표」
그림 1

성별 기대수명 및 남녀 기대수명 차이, 1970-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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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산율의 감소
1) 출산율 감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합계출산율
1.6명 수준에서 불규칙적으로 약간의 변동은 있었으나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었
다. 그러한 가운데 1997년 국가재정위기를 겪으면서 급격한 출산율 하락을 보
여, 2000년대에는 1.2명 수준 이하로 낮아졌고 특히 2005년에는 세계에서 가
장 낮은 1.08명으로 추락하였다. 1960년부터 1971년 사이 기간에는 매년 태
어나는 어린아이 수가 100만 명을 넘었으나, 2002년 이후에는 그 절반수준으
로 감소되었다.1)
따라서 우리나라는 1983년 이래 출산율이 2.1명 이하인 저출산 수준이 20년
이상 지속되었고, 1.5명 이하인 초저출산이 5년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2005년
합계출산율 1.08명으로 세계최저를 기록하다가 2006년 1.13명, 2007년 1.26
명으로 상승하는 듯 하다가 전 세계적 경제위기(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에서 발
단)로 인하여 2008년 1.19명으로 OECD국가 중 최저를 기록하였다. 2006년~
2012년 사이 잠시 출산율이 상승한 것은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도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보다는 ʻ쌍춘년ʼ, ʻ황금돼지해ʼ, ʻ청룡의해ʼ 와 같은 띠별 영향이 일시
적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최근 2018년 출산율을 보면 0.98명
으로 역대 최저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출생아수는 35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1) 이삼식, Low Fertility and Policy Responses in Kore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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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2018년 출생 통계
그림 2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1970-2018

2)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전망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노인인구는 2016
년 678만명에서 2025년 1,000만명으로 증가하고 2045년에는 약 1,800만명
까지 증가될 전망이다. 노인인구 비율은 2016년 13.6%에서 2045년에는
35.6%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붐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년층으로 진입
을 시작하는 2020년부터가 고령화 가속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인구 중 후기 노인인구(85세 이상)의 비율은 2016년 56만명에서 2045년 329
만명으로 증가하여 노인인구의 고령화도 심각하게 진행될 것이다.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
그림 3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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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및 고령화의 심화로 인하여 2031년부터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가 시작될
전망이다. 총인구는 2015년 5,101만명에서 2031년 5,296만명까지 증가 후
감소가 시작될 것이다. 2065년에는 4,302만명으로 1990년데 수준으로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된다. 유소년 인구는 2015년 703만명에서 2020년 657만명, 2065년
413만명으로 감소가 예상되고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3,763만명을 정점으로
감소를 시작하여 2065년 2,062만명으로 천만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
그림 4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1965-2065

다.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
베이비붐(baby boom)이란 대체로 전쟁이 끝난 후나 불경기가 끝난 후 경제적,
사회적으로 풍요롭고 안정된 상황에서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시기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출산율이 증가하였고, 일본은 1948년 이후부터
증가하였고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끝난 1955년 이후부터 베이비붐 현상이 나타
났다. 우리나라는 1차, 2차 베이이붐 세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1차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 1963년 출생자를 가리키며 인구수로는 816만 명에 이른다.
2차 베이비붐 세대는 1968년~ 1974년에 태어난 세대로 약 605만명에 이른다.
1차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편입되는 2020년부터는 현재보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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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구조절 정책의 미흡
우리나라는 1962년 경제개발계획 실시와 더불어 1980년대까지 강력한 인구증가
억제정책의 시행으로, 합계출산율이 1960년 6.0명으로부터 시작하여 1970년
에는 4.5명, 1980년에 2.7명 그리고 1990년에 1.71명으로 낮아지다가, 2001년
에는 1.3명, 2018년에는 0.98명으로 대체출산율 이하로 빠르게 저하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 0명대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특히 통계청은 1명 이하의
출생률이 2025년까지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기준 경제협력기구
(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은 1.68명이며, 2017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의 세계
평균 출산율은 2.5명이다. 대체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대단히 낮은 수준에 있음을 드러내는 수치이다.
1990년대부터 출산억제가 아닌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시기적으로 미래
인구문제에 대한 대책이 늦었다고 볼 수 있다. 산업화, 도시화 되면서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고 인구억제
정책만을 시행한 것이 우리사회 고령화의 원인을 볼 수 있다.
* 대체출산율 :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수치를 말하며 합계
출산율 2.1명일 때를 가리킨다.

마. 사회적 요인 : 핵가족화 현상, 가치관의 변화
개인주의를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 발달로 가족구성원의 분리가 촉진되고
가족들에 의한 노인의 보호기능이 점차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사회적 요인으로 사교육비의 문제도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하
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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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는 인구학적 요인으로 결혼연령 상승과 기혼부인의 출
산율 저하다. 이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의 증가로 인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대(1990년 47.0%에서 2007년 50.1%로 증가)는
결혼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출산도 늦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구사회와는 달
리 전체 출산의 98.5%가 합법적인 결혼을 통한 출산이라는 점에서 최근의 초혼
연령 상승은 출산율 저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은 사회활동을 하면
서 예전처럼 많은 자녀를 양육하기 힘들기 때문에 출산율을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2016년 통계청의 출생 통계를 보면 여성의 첫 출산 연령이 1996
년 26.7세, 2006년 29.3세, 2016년 31.4세, 2018년 31.9세로 점점 출산 연
령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아이를 낳지
않거나, 불임, 노산의 위험 등으로 인해 낳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2. 고령사회의 문제점
가. 경제적 문제
노인들은 직업적 역할상실로 인해 정기적인 수입원이 단절되고 연금, 퇴직금,
저축, 재산수익 등으로 주요 수입원이 대체된다. 노령연금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도 퇴직 후의 수입은 절감 현상을 보이는데 노령연금제도가 충분
히 정착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이 시작단계이고 많은 노인들
이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 노인들의 경제적인 상태는 더욱 열악
한 실정이다. 수입 감소는 대부분의 노인들을 빈곤상태에 빠지게 하여 자녀에게
부분적 또는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노인들은 물질적인 어려움과 동
시에 심리적인 고통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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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 문제
1) 역할상실
가족 노동력 저하와 출산율 저하는 노인인구의 수와 비율을 증가시키고, 생산
기술의 발전과 기계화로 생산 노동력의 감소를 가져왔다. 이에 노인인구는 많아
지고 노동력은 제한되게 됨으로써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간에 취업 및 직업역할
수행에 있어 경쟁이 생기게 되었다.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약한 노인은 경쟁에
서 뒤지게 되고, 연령 제한으로 노인들은 생산현장에서 물러나게 되어 직업적인
역할 상실뿐 아니라 생계유지자로서의 역할도 상실하게 되었다. 급속히 증가된
노령인구와 조기퇴직이라는 새로운 제도로 많은 노인들이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선진산업사회라 할지라도 오늘날과 같이 많은 노령인구를
가져 보지 못했고, 이에 대한 준비와 대책이 부족해 퇴직 후 노령기에 있어서의
적절한 역할과 규범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부양 및 보호문제
노인들은 퇴직 후 수입의 감소 또는 무수입으로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약화되면 자녀들로부터 간호
를 받거나 시중이 필요한 때가 많지만 핵가족화, 가족 수의 소수화, 영세가정의
취업, 여성의 취업 등으로 부모를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화 현상으
로 부양 및 보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가치관
의 차이로 인해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
이 자녀의 집을 나와 무･유료양로원을 입소하는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다.
▪ 부양비의

경우 2015년 생산 가능인구 5.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과

같고, 2025년에는 3.4명이, 2035년에는 2.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임.
▪ 노령화

지수는 2017년 104.8명으로 유년인구(0~14세) 100명당 노인인구가

104명으로 노인인구가 유년인구를 초과하였다. 2025년에 165.6, 2035년
에는 253.7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노령화 지수 : 15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 100명 당 65세 이상 노령인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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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리･정서적 문제
현 기성세대는 교육의 대중화로 인해 부모인 노인세대와는 달리 교육수준이 훨씬
높아 노인세대의 지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교육수준이 다른 세대 간
에는 사회화의 차이로 인해 부모자녀간의 갈등과 고립을 가져오게 하는 요인이
되며 가정과 사회에서 고립과 소외를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도시화는 사회적 이동과
지리적 이동을 유발하며 사회적 지위의 전도라든가 핵가족화로 촉진시킬 수 있는
사회적･심리적 고립과 소외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로 인해 부모와의 동거 및 별거
문제, 부모부양문제 등에 대한 심각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사회적, 심리적 고립과 소외라는 노인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라. 여가 및 문화활동의 문제
노령기는 역할 없는 역할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되어 결국 여가에 대한 사회화의 부족, 여가시설의
부족, 여가 프로그램의 미개발로 인해 노인들은
여가 및 문화 활동을 하는데 자유롭지 못한 실정
이다.

마. 건강의 문제
1) 질병 및 건강
신체적･생물학적 노화에 의한 노인들의 건강 약화는 수입부족으로 인해서 보
호를 받기가 더욱 어렵다. 노인은 젊은이에 비하여 유병율이 2-3배 이상이 되
며, 만성적 질병과 합병증적 현상도 빈번하여 의료적 진료가 필요하므로 많은
의료비가 필요하다. 특히, 노인질병의 진료는 고액진료가 많으므로 의료보험이
나 의료보호에 제도적 뒷받침 없이 개인적으로 일시에 진료비를 부담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노인의 건강상태는 경제적 수준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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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좋다고 할
수 있다. 노인들의 건강상태는 노화로 인해 많이 약화되지만 정기검진과 적절한
의료적 치료를 받아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속도를 지연시키면서 기능적으로 활발
한 노후생활을 연장시키기 위한 질병과 건강보호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2) 치매
치매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대부분 만성적이며 진행성으로 기억력, 언
어기능, 시공간기능, 실행기능, 계산 기능 등 인지기능의 다발성장애와 정서증
상, 성격변화, 행동증상 등이 나타나는 뇌 정신질환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
이 이러한 치매를 하나의 질병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치매는 모두 다 똑같은 것
이고 별 다른 치료법이 없다고 속단해 버리지만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만의 장애
가 아니라, 지남력이나 언어 능력을 비롯한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이고, 성격 변
화와 망상 등을 비롯한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2)
표 2

치매유병률
구분

(단위 : 천명)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6,624

8,097 10,376 12,691 14,758 166,522 17,407

65세 이상 치매노인 인구

648

840

105

127

157

196

239

치매 유병률(%)

9.8

10.3

10.2

10.0

10.7

11.9

13.7

자료 : 중앙치매협회, ｢2016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16.

2) KAD 한국치매협회(http://www.silverwe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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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진단기준
치매를 진단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미국 정신과 학회의 DSM-Ⅳ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ition) 진
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여러 가지 인지 결핍이 발생하는데 다음 중 A1을 포함한 두 가지로 나타난다.
1. 기억장애(새로운 정보를 학습할 능력장애, 과거 학습한 정보를 회상하는
능력의 장애)
2. 다음의 인지장애 중 하나(또는 그 이상)가 존재
실어증(언어장애)
실행증(운동기능이 정상인데도 운동 활동 수행 능력의 손상)
실인증(감각기능이 정상인데도 대상을 인지하지 못함)
실행기능(예 : 기획, 구성, 배열 요약)
B. 위의 장애가 사회적 및 직업적 기능의 심각한 장해를 초래하고 병전의 기능
수준보다 상당히 감퇴되어 있음.
C. 장애가 섬망의 경과 중에는 나타난 것이 아님.

그 외에도 한국형치매평가검사도구들이 활용되고 있다.

사. 치매의 원인
치매는 단일 질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의학 용어를 사용한다면 특정 증상
들의 집합인 하나의 ʻ증후군ʼ에 해당 된다. 그러므로 치매라는 임상 증후군을 유
발하는 원인 질환은 세분하면 수십 가지에 이른다.
치매의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은 퇴행성 뇌질환의 일종인 알츠하이머병으로 약
50~60%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혈관성 치매가 20-30%를 차지하며,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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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10~30%는 기타 원인에 의한 치매라고 볼 수 있다. 치매의 기타 원인으로는
우울증, 약물, 알코올 및 화학물질 중독, 대사성 원인으로 인한 전해질 장애, 갑
상선 질환, 비타민 결핍증, 뇌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감염성 뇌질환, 두부외상,
정상압수두증 및 다발성 경색증 등이 있다.

아. 치매환자 케어
치매환자는 원인과 경과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환자마다 증
상이 다르고 그 대처법도 차이가 있다. 치매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가 보
이는 증상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한다면 불필요한 중상의 악화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치매는 인지기능, 신체기능, 사회기능이 개인마다 다양한 속도로 악화
되므로 개개인에 맞는 개별화된 케어계획을 통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케
어의 목표는 환자가 최대한 질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다.
1) 케어 원칙
치매환자를 돌보는 일은 아직까지 가족들이나 치매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인력에 의해 비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간단한 지식만
으로도 치매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케어원칙을 숙지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1) 개별성
치매환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습관이나 개성을 알고 배려해야 한다.
(2) 자립성
환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스스로 하게 해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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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
개인의 자유가 제한받기 쉬우므로, 사소한 선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 존엄성
치매환자의 행동을 보고 웃거나 화를 내는 것은 뇌졸중환자가 걷다가 넘어
지는 상황에서 웃는 것과 같이 비인격적인 행동이다. 정상 노인에게 하는
것처럼 존경을 표해야 한다.
(5) 타인과의 교제 및 관계유지
질병으로 인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다른 사
람과 상호작용하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은 남아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2) 노인우울 및 자살
노인이 되면 신체의 일부 기능이 저
하되어 가며 정신건강상에도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노년기에 나타나는
정신건강의 문제 중 우울증은 노인들
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정신건강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노인
우울증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유전
적 요소에 의한 것은 상당히 드물며, 유전적인 것보다는 개개인의 사회적 기능의
손상정도나 개개인이 처한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한 영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
다. 우울이라는 것은 인간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감정 중의 하나로 기
운저하, 흥미상실, 집중곤란, 식욕감퇴, 불면증, 무가치감,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 등 다양한 증상이 포함된다. 다른 연령군에 비해 노년기에 우울에 빠질 가
능성이 높은 것은 신체적 쇠퇴, 역할 상실, 능력감퇴, 사회적 접촉의 감소와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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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사망, 동년배의 죽음 등에 의한 것이다. 노인의 우울증은 가족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쳐 가족관계에 왜곡된 악영향을 야기 시키기도 하고 노인의 죽음
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까지 연결되는 심각한 노인문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노인자살은 여러 가지 상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우선 퇴직
은 노인에게 충격적인 사건이다. 직업역할의 상실은 경제적 상실을 비롯하여 자
기 존중감, 권력과 명예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위협하게 된다. 노인이
겪는 또 다른 문제는 노화와 건강약화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능력장애와 만성질
환을 들 수 있다. 노인들은 각종 장애로 인하여 사회관계와 사회참여가 서서히
줄어들어 점차 고립감에 젖어들게 되어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므로 전반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배우자의 상실 또한 노년기에 견디
기 어려운 스트레스성 생애적 사건이다. 배우자의 상실로 홀로 된 노인들이 자
살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사회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고립된
노인일수록 자살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적지 않은 노인들은 노후에 발생하는
상실요인들에 우울증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어, 점점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져들
고, 급기야는 문제해결의 대안으로서 노인자살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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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노인의 특성
1. 신체적 특성
노인이 되면 노화에 의해서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및 기관 등의 기능에
감퇴가 일어나면서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노인이 되면 피부 및 지방 조직의
감소, 세포의 감소, 골격 및 수의근의 약화, 치아의 감소, 심장비대 및 심장박동
약화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신체 외면상으로는 백발의 증가, 두발의 감소, 주름
살의 증가, 얼룩 반점의 증가, 신장의 감소 등의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그리
고 신체적 기능의 감퇴로 만성질환 발병률이 증가한다. 즉, 노인이 되면 관절염,
동맥경화증, 고혈압, 당뇨병, 신장병, 심장병 등의 만성질환이 늘어난다. 특히,
만성질환의 출현은 노인의 생리적 기능상의 노화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다. 생리적 노화현상은 소화기능, 호흡기능, 신진대사기능, 혈액순환, 수면, 배뇨
기능 등에 영향을 주어 소화기능의 쇠퇴, 폐활량의 감소, 신진대사율과 속도의
저하, 변비, 수면의 양과 질의 감소, 피로감, 불면증, 야뇨 등을 초래한다.
표 3

신체의 노화 현상
노화부분

원인 및 결과

식욕부진

소화기의 변화와 미각과 후각 등 감각 기관의 둔화 및 활동량의 감소

눈의 조절력 저하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는 노안 또는 원시안, 당뇨병으로 촉진되는
백내장, 녹내장

노인성 난청

동맥경화, 영양장애, 청신경에 자극을 주는 소란스러운 곳에 오래
사는 것, 불충분한 일광

이가 빠지든지, 잇몸이 줄어들어 씹는 힘이 약해지고, 침 분비가 줄어
들어 연하곤란으로 목이 메게 됨
치아 및 미각기능 약화
짠맛과 단맛에 대한 역치가 높아져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양의 소금
과 설탕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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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부분

원인 및 결과

아픔을 느끼기 위해서는 더 큰 자극이 필요함. 병중에 있어도 통증을
통증과 진동에 대한
느끼지 못하여 병원에 가야할 시기를 놓치기도 하지만 관절염이나 신
감수성 저하
경통 등 젊었을 때와 비교했을 때 느껴지는 통증의 종류는 많아짐

2. 정신적 특성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뇌는 점차적으로 용량이 감소하게 된다. 뇌는 건강한 성
인의 용량에서 50세 이후 5~10% 감소하고, 70세 이후에는 30~40% 감소하게
된다. 정신기능은 노화에 따른 감각과 지각 기능의 변화보다 비교적 덜 쇠퇴한
다. 이는 지능의 쇠퇴에 있어서 연령 변인은 16∼25%만이 설명력을 갖고 있고,
나머지 75∼84%는 연령 변인 이외의 교육수준, 생활경험, 사회경제적 지위, 건
강수준, 불안수준과 심리적 스트레스 등의 여러 변인들 때문이라고 보고되고 있
다. 다만, 기억력은 노화와 함께 쇠퇴하는 경향이 있으며 옛일보다는 최근 일을
더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능력도 연령이 증가되면서 점차 떨어진
다. 비교적 상식, 판단력, 오래된 기억은 유지하지만 인지기능의 정확도, 기억의
유지, 학습능력 및 분석의 능력 등은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정보처리능력이 느
려질 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반복해서 학습한다면 젊은이 못지않은 장기 기억
력을 유지할 수 있다.

3. 사회적 특성
노화로 인해 보이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 못지않게 사회적인 면에서도 노인은
청장년과 다른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노인 자신을 둘러싼 주위상황이 노인임
을 인식시키는 것을 사회적 노화현상이라고 한다. 사회적 노화현상은 정년퇴직
등과 관련된 대인관계의 축소와 경제적 곤란 등의 사회생활 변화를 들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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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가정 내에서는 배우자와 친지의 사별로 인한 상실감의 문제와 더불어 남자
노인의 경우 가장(家長)자리를 아들에게 인계함에 따라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
여자 노인의 경우는 자식이 성장하여 자립하면서 오는 ʻ빈둥지 (empty nest)
증세ʼ등으로 노후에 대한 초조와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노인은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를 가지고 이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면서 개인 또는 집단과 상호작용 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적 존재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존재로서 노인의 사
회적 특성의 핵심은 직장에서 퇴직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고 지위
가 저하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제도인 정년퇴직으로 직업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직업에 부수되는 다른 공식적인 사회적 지위도 상실하게 된다.

4. 노인의 성적(性的) 욕구
인간은 누구에게나 성장과정이 있고 청소년기와
청년기, 청장년기와 장년기를 거치면서 노년기에
이르게 마련인데, 성(性)역시 이러한 생의 과정을
겪으면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성숙도를 갖추게
되는 것이지만 노인들은 성의 욕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가령 그 존재를 인정한다 할지
라도 그것에 대해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무시해 버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풍조이다.
노인의 성욕구나 노인의 성 활동이 감소하는 원인은 연령보다는 사회적 환경,
주변인의 태도 등에 더 영향을 받으며, 성 활동 감소의 원인을 성에 대한 공포,
무관심, 잘못된 죄책감 등의 악순환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죄책감이라 함은
아직은 우리사회에서 노인의 강한 성적 관심의 표출은 부도덕하고 비정상적으로
취급하는 편견으로 인하여 노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스스로 죄악시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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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감정이다. 이러한 노인의 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은 노인의 성에 대한
태도와 성행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성에 대한 느낌과 표현은 노인에게 또 다른 힘을 주고 정서적인 안정과 삶에
대한 가치를 느끼게 할뿐 아니라 함께 나누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하며 서로의 건강에 대한 공통의 관심을 갖게 한다. 따라서 노인들의 성도
젊은이들 성과 마찬가지로 존중받고 지속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연구 개발되어 풍요
로운 노인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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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회복노인에 대한 편견지전달체계 의미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은 아직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튼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ʻ노인은 병들고 약하다ʼ라고 말하고 있으며 미디어에서는 도도
하고 난폭한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노인들에 대한 편견을 심는다. 아마도 일상적인
노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편견일 것이다. 다음의 내용을 통해 우리들이
흔히 접하게 되는 노인에 대한 일상적인 생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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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노인체험
노인체험은 노화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노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심어주고,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며, 각기
다른 세대가 서로를 통하여 자신들이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시간과 공간을 경험
하게 한다.
노인의 신체적 노화 과정에 관한 노인체험은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와 인
식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80세 노인의 평균 체력과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고안된 노인체험복을 착용하고 노인이 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와 불편
을 몸소 느껴보며 노인의 육체적, 정신적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다.

노인체험은 시력, 청력, 척추, 손가락, 관절기능을 체험할 수 있으며 시력기능
체험은 신문읽기･물건유통기한읽기･달력보기, 청력기능체험으로 전화이용하기･
자명종시계소리듣기, 척추기능체험으로 승강기타기･구부리기･계단 오르내리기･
걷기, 손가락기능체험은 과자봉지 뜯기･음료수 마시기･와이셔츠 입고 벗기･쓰기,
관절기능 체험은 걷기･승강기타기･계단오르내리기･구부리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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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노인장기요양보험
1. 도입 배경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속도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은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고령화로 인해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증가하면서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활동을
지원해 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또한 가족의 부양부담과 늘어나는
요양비, 의료비의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했다.
그래서 정부는 2007년 4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을 국회 본회의 만장일치로
통과 후 공포함으로써, 2008. 7. 1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국적으로 실행
하도록 만들었다. 점차 늘어가는 고령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독일,
일본에서 먼저 실행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고령화라는 사회 환경에 대처하고 노인의 보호에 있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2.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분담
함으로써 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즉,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
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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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징
가.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 등에 대한 요양
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이 가능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
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다.

나.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
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다.

다.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
로 하고 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
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라. 노인중심의 급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
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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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가. 적용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된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
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
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다(법 제12조).

나.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
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한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
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
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진다.

다. 신청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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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 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운영된다.

가.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9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
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령으로 정하고 있다.

나. 국가의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1) 국고 지원금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
서 발급 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
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다. 본인 일부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 일부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
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
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가

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

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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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가.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
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나.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
기존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
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
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 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
가 제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7. 보험급여
급여의 종류는 현물급여(in-kind benefit)와 현금급여(cash benefit)로 구성
되어 있으며, 현금급여는 특정대상자만이 받을 수 있다. 현물급여가 많을 경우
가입자는 선택의 다양성을 가지게 되지만, 공급자에게 있어서는 경영 및 행정상
의 관리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현금지급이 강화될 경우에는 선택의 폭이 줄어
들 수 있다. 현금지급 위주로 되어있는 독일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주야
간보호, 단기호보 및 요양시설급여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물서비스 위주로
급여되는 일본의 경우 방문개호, 방문목욕개호, 방문간호, 주간재활, 단기입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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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개호, 단기입소요양개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
우는 두 나라의 혼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표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구 분

재가급여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도와주는
급여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
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주･야간
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
는 장기요양급여

단기보호

수급자를 월 1일 이상 9일 이하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
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휠체어, 전동･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시설급여

노인요양
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
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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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특별현금
급여

서비스 내용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
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
가족요양비
다고 인정된 자,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특례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
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요양병원
간병비

의료법에 따라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일부 비용 지급

자료 : 1. 보건복지부(2019), 2019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 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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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기초연금제도
1. 도입 배경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이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
후를 준비하지 못했다.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
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노인
이 많고 가입을 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많다. 따라서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주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
어 주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혜택을 누리게 된
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즉,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
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가 도입하게 되었다.

2. 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이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
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
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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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19년 기준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1,370,000원

2,192,000원

3. 신청 방법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 거주하는 노인으로 대리인(배
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
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
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가능하다. 또한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
능하며 신청시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등제공동의
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는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본인 명의
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중일 경우, 가출･행방불명 신
고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거
주불명 등록된 경우에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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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장애인 이해 및 체험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로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서 얼마나 불편한지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장애인이해 및 체험｣ 교과목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과 함께
장애유형별 주요 특징에 대해 학습하고, 근무현장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보조자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학습한다.

1. 신체적 장애 분류별 특징과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2. 정신적 장애 분류별 특징과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3. 장애 유형별 기본 에티켓을 숙지하고, 근무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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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해 및 체험

Ⅰ 장애의 개념과 특성
1. 장애의 개념
장애라는 용어를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념은 모
호하고 논쟁의 여지가 많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ʻʻ장애인은 신체적, 정
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
는 자ʼʼ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의 정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라는
의학적 원인이 존재하며, 이러한 원인에 의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
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두 가지 조건에 의하여 규정된다.
장애에 대한 범주와 정의는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경제적･정치적 여건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특히 사회정책에 의한 서비스를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
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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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의 정의와 범주
1)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 범주
우리나라의 장애 개념이나 범주는 몇 차례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계
속 변화되어 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ʻʻ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ʼ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구분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범주는 다음과 같다.
표 1

대분류

장애분류 및 장애범주
중분류

소분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신체적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세분류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에 따른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에 따른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 기능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기능이상

뇌전증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뇌전증

장루, 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이하인 자

자폐성장애

소아자폐, 비전형 자폐 등

정신장애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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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도별, 장애유형별 등록 장애인 수

구분
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요루장애
뇌전증장애

2014
2,494,460
(100)
1,295,608
(51.9)
251,543
(10.1)
252,825
(10.1)
271,054
(10.9)
184,355
(7.4)
19,524
(0.8)
96,963
(3.9)
70,434
(2.8)
6,401
(0.3)
12,445
(0.5)
9,668
(0.4)
2,689
(0.1)
13,867
(0.6)
7,084
(0.3)

2015
2,494,408
(100)
1,228,499
(51.5)
250,862
(10.1)
252,874
(10.2)
269,147
(10.8)
189,752
(7.6)
21,103
(0.8)
98,643
(4.0)
74,468
(3.0)
5,833
(0.2)
12,033
(0.5)
10,324
(0.4)
2,685
(0.1)
14,116
(0.6)
7,069
(0.3)

자료 : 보건복지부, 2018 보건복지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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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511,051
(100)
1,267,174
(50.5)
250,456
((10.6)
252,794
(10.1)
291,252
(11.6)
195,283
(7.8)
22,853
(0.9)
100,069
(4.0)
78,750
(3.1)
5,507
(0.2)
11,831
(0.5)
11,042
(0.4)
2,680
(0.1)
14,404
(0.6)
6,956
(0.3)

(단위 : 명, %)

2017
2,545,637
(100)
1,254,130
(49.3)
252,819
(9.9)
252,632
(9.9)
322,324
(12.6)
200,903
(7.9)
24,698
(1.0)
101,175
(4.0)
83,562
(3.3)
5,399
(0.2)
11,807
(0.5)
11,843
(0.5)
2,692
(0.1)
14,718
(0.6)
6,935
(0.3)

2018
2,585,876
(100)
1,238,532
(47.9)
253,083
(9.8)
252,957
(9.8)
363,326
(14.0)
206,917
(8.0)
26,703
(1.0)
102,140
(4.0)
87,892
(3.4)
5,304
(0.2)
11,761
(0.4)
12,524
(0.5)
2,689
(0.1)
15,027
(0.6)
7,02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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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보건복지부는 2017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 관
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2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표로 추
진 중인 국정과제 ʻʻ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ʼʼ 관련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ʻ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ʼ과 ʻ장애의 정도
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ʼ으로 구분한다.
(시행령 안 제2조, 시행규칙 안 제2조 및 별표1 등)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는

등록 장애인은 1급부터 6급을 부여받았으나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단
순하게 구분된다.
▪ 이전에는

등록 장애인에게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의 목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 앞으로는

장애인의 구분은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단

순화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
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 받
을 수 있도록 한다.
▪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간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 중증의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2018.8.22.)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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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체적 장애 유형과 특징
1. 외부 신체적 장애
가. 지체장애
① 정의
사람의 몸은 골조가 되는 골격, 골격 사이의 관절, 관절을 움직이는 근육, 근
육을 수축하게 하는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질병이나 외상 등으로 그 중 어느 하나에 절단, 변형, 기능장애 등
이 발생하여 운동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지체장애라 한다.
② 특성
지체장애는 골격, 근육, 신경계 중 어느 부분에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한 신체
기능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로 주로 운동기능장애,1) 감각장애 증세
가 나타난다.
③ 원인
장애의 발생 시기에 따라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으로 구분된다.
▪ 선천적

원인 : 장애가 출산 전인 태아 때 이미 발생한 것으로 유전, 염색체

이상, 심한 대사 장애, 임신 중 흡연, 약물복용, 방사선, 매독, 풍진 등에
의한 감염, 조산 또는 난산, 혈액형 부조화가 원인이다.
▪ 후천적

원인 : 출생 시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사고나 질병에

의해 발생한 경우로 이를 중도장애 또는 후천적 장애라고 부른다.

1) 운동기관이 있는 중추신경계, 근육 및 뼈, 관절 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일상생활에서 자기 혼자 활동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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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종류
▪ 절단장애

: 상지나 하지의 일부분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며, 절단의 원인

은 당뇨합병증이나 혈액순환장애에 의한 절단,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이 있
다. 상지절단의 경우 사고로 인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하지절단의
경우 질환에 의한 비율이 높다.
▪ 지체기능장애

: 팔, 다리, 척추장애로 구분되며,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 관절의 강직으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말초신경계
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을 말하며 감각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관절(운동)장애

: 신체의 운동이 관절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지는데 해당 관

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 또는 마비, 또는 관절의 불안정이 있는 경우를 말
한다. 관절이 한 위치에 완전히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경우를 완전강직이
라 하고, 부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를 부분강직이라 부른다.
▪ 변형장애

: 신체의 외적 모양이 정상과 다른 것으로 한쪽이 짧거나 왜소증

과 같이 신체의 전반적인 발육부진으로 왜소한 경우도 변형에 포함된다.

나. 뇌병변장애2)
① 정의
뇌병변장애란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로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보행 또는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2) 뇌병변장애는 지체장애와 다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지체장애
항목에서 분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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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성
뇌병변장애인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
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뇌졸중으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
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다.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 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지적장애가 동반
된 경우는 중복장애로 인정한다.
③ 원인
뇌병변 장애는 임신과 출산의 과정 중에서 주로 발생하기도 하는데 원인으로
는 산모가 바이러스에 의해 병에 걸리거나 약물중독이 있을 때, 조산일 경우
미숙아의 호흡장애로 인해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발생할 수도 있으
며, 출산이후에는 뇌막염 같은 질병이나 사고로 발생하기도 한다. 고혈압, 동맥
경화, 고지혈증, 당뇨병, 심장질환 등으로 인해 뇌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어, 뇌
출혈, 뇌경색으로 뇌의 기능이 마비되어 발생한다.
④ 종류
▪ 뇌성마비

: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비슷한 임상적 특징을 가진 증후군들을 집합적

으로 일컫는 용어로 뇌가 발육하는 시기에 손상을 입고 그 기능이 저하되어
마비와 기타 여러 장애가 동반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뇌성마비는 정상 분만
보다는 조산이나 미숙아에게서 그 발생률이 높으며, 출산 시 난산으로 인한
산소결핍이나 임신초기에 산모가 풍진을 앓았거나 연탄가스 또는 약물에 중독
되었을 때 나타난다. 이렇듯 뇌성마비의 발생은 출산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증상으로는 근육의 마비, 감각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등이 있다.
▪ 뇌졸중

: 뇌혈관장애로 신체반신이 마비가 일어나는 것으로 중풍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뇌졸중의 원인 중 뇌경색이 85%로 가장 높으며 뇌출혈은
15%이다. 증상 운동장애, 감각장애, 인지 및 지각장애, 언어장애, 대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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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시야결손, 경직 등과 함께 사회 심리적 문제를 갖게 된다.
편마비가 주된 특징이며, 60세 이후에 많이 발생되는 장애였으나, 최근에는
그 발병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 외상성

뇌손상 : 외상에 의한 뇌손상으로 신체적, 신경행동학적 장애를 나타

내는 것을 말한다. 원인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스포츠 등의 각종 사고 등이
며 손상정도에 따라 임상적으로는 경도, 중증도, 중증 및 식물 인간 상태의
4단계로 구분된다.

다. 시각장애
① 정의
시각장애는 중심시력, 시야, 색 지각 또는 양안 기능에 영향을 주는 시 감각에
해부학적 기능적 이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것을 말한다.
② 특성
시각 장애인의 특성은 기능이 저하되어 사물을 잘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일상생활에서 장기간 또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을 겪는 눈의 기능장애를
포괄적으로 나타낸다.
시각장애인 중 시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며 잔존 시각능력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직업은 주로 안마사, 침술사, 피아노조율, 점술사 등으로 극히
한정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그 직업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③ 원인
발생 시기에 따라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으로 구분된다.
▪ 선천적

원인 : 유전, 선천성 기형, 부모의 전염성 감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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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천적

원인 : 백내장, 녹내장, 트라코마 등 여러 질병이나 감염병, 퇴행성

안질환 또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의 안구부외상 등이 있다.
▪ 기타

: 영양결핍, 약물중독, 심리적 원인 등 확실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도 있다.
④ 종류
시각장애의 기준은 시력 또는 이상 유무 또는 그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만국
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하며 다음과 같다).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라. 청각장애
① 정의
청각장애는 기질적 혹은 기능적 장애의 원인으로 듣는 기능이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저하되거나 결여된 상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의 정의는 청력손실의 정도로만 판단하였
으나, 최근에는 언어발달에 대한 청각장애의 영향을 강조하기 때문에 청각장애
에 대한 정의는 언어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어떠한가에 기초하여 정
의한다.
② 특징
청각장애인은 그 장애가 외형적으로 뚜렷이 드러나지 않으며 타 장애유형에
비하여 이동 및 신변처리 등이 자유롭고 작업을 수행하는데 청력손실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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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제외하면 비장애인과 크게 구별될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
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의 장애를 구성하는 변인은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청력 손실의 정도와 유형, 실청 시기, 실청 원인 등이 청각장애를
이해하는데 주요한 기준이 되고 있고, 부모의 양육태도, 처음 교육받은 시기와
학력,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양식 등도 다른 장애와 청각장애를 분하게 하
는 주요 변인이 된다.
출처 : 청각장애인의 직업훈련과 기관의 현실|작성자 vhxj30

③ 원인
청각장애의 원인은 청력에 관여하는 구조물에 이상이 있는 경우, 소음 속에서
장기간 근무 시 소음성 난청, 노인의 노인성 난청, 음향외성 난청이 원인이다.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어장애
를 갖게 되는데 특히, 언어 습득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3세 이전에 청각장애가
되면 음을 듣고 판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언어장애를 일으키게 된
다. 청각장애는 대체로 90% 정도가 후천적 원인에 의한다. 특히 소음은 청각
장애의 절반을 차지하는 원인이며, 세계 전체인구의 5%에 다양한 청각적 문제
를 일으키고 있다.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는 대부분의 청각 장애의 원인이 노화가 아니라 소음 때문이라고 인정
하였다.
④ 종류
청각장애의 기준은 청각기관의 손상(impaired) 부위와 듣는 능력의 불능
(disability) 정도를 포함한다.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05. 장애인 이해 및 체험

2021 사회복지과정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평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언어장애
① 정의
넓은 의미에서 언어장애란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며 사용하는데 문제를 보
이는 것을 말한다. 말을 바르게 발음하지 못하거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로 원인과 증상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② 특성
언어장애인은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
람이다.
정도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사람과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구분한다.
음성을 내기가 어렵거나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고,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말을
더듬거나 정상적으로 말을 잘하던 사람이 뇌졸중이나 뇌손상을 받은 후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등의 특징이 있다.
③ 원인
▪ 혀,

입술, 치아, 인두, 후두 등 발성기관이나 조음기관에 이상이 원인이다.

▪ 뇌성마비나
▪ 지능이

뇌졸중 또는 뇌손상으로 인하여 언어중추에 이상이 원인이다.

떨어질 때, 난청 또는 청각장애가 있어 언어에 대한 습득경험이 없

을 때가 원인이 된다.
▪ 주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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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환경, 지속적 정서 불안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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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종류
▪ 언어발달지체

: 일반적 언어발달 단계에서 기대된 시기에 언어발달이 이루

어지지 않고 언어의 이해와 표현에 어려움을 갖는 경우와 언어발달지체아
동은 언어의 조직이나 구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 조음장애

: 음운장애라고도 하며, 말할 때 말소리를 생략, 대치, 왜곡 또는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
▪ 음성장애

: 후두, 구강, 비강 등에 장애가 있으면 음성장애를 일으키게 되며,

발성장애, 구강 및 비강 통로의 기능장애와 관련이 있으면 공명장애라고 한다.
▪ 유창성장애(리듬장애)

: 말 흐름의 세 가지 요소3)중 일부 또는 전부에 이상

이 있는 것을 말한다.
▪ 말더듬

: 말소리, 음절 또는 조음 운동을 비정상적으로 반복, 또는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 속화증

: 말더듬과 유사하며, 성급하게 말하는 것을 뜻한다.

▪ 뇌성마비에
▪ 실어증

의한 언어장애

: 대뇌손상으로 인해 언어기능을 손실하여, 언어이해, 언어표현, 언

어구성 과정에 이상이 생긴 경우이다.

바. 안면장애
① 정의
안면장애는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모습으로 인하여 사
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3) 유창성, 속도,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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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성
안면장애는 선천적인 원인, 화상 등의 사고, 계속되는 성형수술 등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혐오스러운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이나
기본적인 사회생활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장애로 구분하기도 한다.
③ 원인
▪ 선척적

원인 : 구순, 구개열(입술 및 입천장 언청이), 두개골조기유합증 및

증후군, 안면부기형, 반안면외소증, 안면열, 주걱턱 등의 안면변형이다.
▪ 후천적

원인 : 화상이나 질환, 사고, 화약약품, 산업재해 등이 원인이다.

④ 종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하면 안면장애에는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 조
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을 포함한다.

2. 내부 신체적 장애
가. 신장장애
① 정의
신장장애는 통칭 만성신부전을 뜻하며 신장의 기능부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
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
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장애를 의미한다.
② 특성
신장장애는 회복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할 때에 신장장애로 판정한다. 판정시
기는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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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장을 이식받는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판정된다.
③ 원인
신장장애의 원인으로는 신장질환에 의한 것으로 만성 사구체신염, 당뇨병성
신증, 고혈압성 사구체 경화증 등으로 우리의 경우 당뇨병성 신증이 34%로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말기신부전 환자의 발병률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부전은 신기능에 고도의 장애를 일으켜 생체의 내부 환경을 정상적으로 유
지하기 어렵게 된 상태를 말한다.
④ 종류
일반적으로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는 만성 신부전만을 장애범
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만성신부전은 신기능이 점차 저하되어 혈중 요소질소가
상승하고, 혈청 전해질의 이상(고칼륨 혈증)을 초래한 상태를 말하며, 가장 큰
원인은 만성신염이며, 그밖에 고혈압, 낭포신, 당뇨병성 신증, 통풍신 등도 말기
가 되면 이러한 상태가 된다.

나. 심장장애
① 정의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곤란 등의 장애
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장애로 정의한다.
② 특성
심장장애인은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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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전은 심장의 펌프기능이 장애를 일으켜 정맥압이 상승하고, 충분한 양의
산소를 말초조직에 공급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③ 원인
심장판막결손, 심장근육질환 등 심장의 손상이나 동맥폐쇄질환, 혈전후증후군
같은 혈관의 손상, 고혈압과 같은 혈압의 장애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④ 종류
심부전은 모든 기질적(氣質的)인 심질환에 기인하여 생기는데, 가장 흔한 것
은 심근경색(心筋硬塞), 심근변성, 심장판막증, 고혈압증, 심낭염(심막염)에 의
한 것이 가장 많다.

다. 호흡기장애
① 정의
2003년부터 확대된 장애범주로서 호흡기장애는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 즉, 만성적으로 호흡에 장애를 주는
폐질환을 총칭하는 것이다.
② 특성
호흡기장애인은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다.
폐가 기능하는데 있어 산소부족과 이산화탄소의 과잉축적 등으로 인해 장애
가 발생한다. 주로 만성호흡기질환에 의하여 호흡기능의 손실로 장애가 오며,
모든 호흡기 질환의 마지막 결과로 폐기능이 저하되었을 경우 장애를 판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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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인
흡연, 세균감염, 대기오염, 미세분진, 화학물질, 알러지성 자극 등의 외부원인
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환자 자신의 염증, 일부 유전적인 성향, 호흡기계의 수
술이나 흉부 혹은 두부손상의 후유증 등이 원인이다.
④ 종류
▪ 만성폐쇄성기관지염은

단순한 기침 및 객담 이외 기도폐쇄 증상이 동반되

어 기도저항이 증가하고 폐쇄성 환기장애를 보인다.
▪ 천식성기관지염은
▪ 폐기종은

천식발작과 감별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말초세기관지와 폐포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서 폐장 고유의 신축

기능이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주된 증상은 호흡곤란과 2차적인 세균감염
으로 기침, 객담, 체중감소 등이 있다.

라. 간장애
① 정의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인하
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 하며, 전문의의
최초진단 이후 1년 이상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간질환자로 정의한다.
② 특성
간장애인은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05. 장애인 이해 및 체험

2021 사회복지과정

③ 원인
▪ 간은

체외에서 유입되거나 체내에서 생성된 각종 물질들을 가공･처리하고

중요한 물질들을 합성하여 공급하고, 혈액을 저장하는 역할, 면역 기관의
역할 등이 있다.
▪ 이렇게

체내의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하는데 그 간기능이 심하게 저하되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마. 장루･요루장애
① 정의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 인공항문) 또는 요루(尿瘻
: 인공방광)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② 원인
▪ 대부분

선･후천적 질병이 원인이 된다.

▪ 대장암이나

방광암 등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각종 사고 등으로 인공배뇨관에

의존해 정상적인 배변기능을 상실해서 발생된다.
▪ 장루･요루장애인은

대변이나 소변조절 능력이 없어 수시로 배설하므로 신체에

부착하는 보조장치를 이용하여 관리하므로 일상생활에서 냄새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주변 사람과 당사자가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 이로

인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으며, 취업 등 사회적 활동에

어려움을 갖는 원인이기도 한다.
③ 종류
장루보유자들의 질병은 95% 이상이 ʻ직장암ʼ이나 ʻ대장암ʼ 등의 악성종양이며
흔치는 않으나 ʻ장결핵ʼ, ʻ쿠론씨병ʼ, ʻ거대결장증ʼ, ʻ척추기형ʼ, ʻ무항문증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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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뇌전증 장애
① 정의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한다.
② 특성
뇌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
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대뇌의 이상 또는 손상으로
인해 경련발작, 의식소실 등의 증세를 유발하게 되며, 간질이란 이러한 현상들
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③ 원인
뇌전증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만성적인 질병상태를 말한다. 직접적인 원
인으로는 발작, 뇌손상을 들 수 있으나 유전적 요인 등의 입증이 어려운 원인불
명인 경우가 많다.
뇌전증 장애의 특성은 발작으로 인해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뇌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쳐 학습장애, 기억력, 집중력, 지능 저
하와 사회적응능력 저하를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신병에서 볼 수 있는 심
인성 병리기전은 없으며 나타나는 행동이상의 상태도 정신병과 다르다. 다만,
간질발작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만성적 질병 상태다. 갑자기 허공을 응시하
고, 멍청해지거나 몸의 일부 또는 전체를 뒤틀고 정신을 잃으면서 온몸을 뒤흔
드는 갑작스런 행동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④ 종류
▪ 뇌전증을

유발하는 종류들은 아주 다양하며, 뇌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병은 다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발작의 양상도 아주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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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유전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뇌 손상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뇌전증이

병발될 수는 있으며 뇌전증이 유전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 대발작

: 발작 후 4시간 가량의 수면상태

▪ 소발작

: 아주 짧은 의식불명, 1분 내지 2분간

▪ 근육의

정신운동성 발작 : 대뇌 전두엽의 국소조직 장애

▪ 병소성

발작 : 신체 일부분 혹은 신체 편측에 일어나는 경련성 운동 의식불

명과 더불어 일어나며 신체 일부분에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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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신적 장애 유형과 특징
1. 정신적 장애의 개념 및 분류
ʻ장애ʼ라는 말은 시대와 장소 혹은 그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각각
다르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개념을 한 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통
용되는 장애의 개념으로 ʻʻ심신의 기능 저하나 상실, 이상 또는 신체 일부의 훼손ʼ
ʼ이라는 의학적 의미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은 사회환경의 복잡한 관
계망 속에서 형성된다. 그러므로 장애의 개념 또한 개인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가
정해서 정의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장애인의 범위를 ʻʻ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ʼʼ로 규정하고 있으
며, 신체적장애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
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정신장애는 크
게 두 개의 하위분류로 나뉘는데 크게 신경증(neurosis)과 정신증(psychosis)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는 다시 기질적 장애(organic mental
disorders)와 기능적 장애(functional mental disorders)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정신장애는 일반적으로 생각, 느낌, 행동이 병리학적으로 특징 지워지는
의미하며 어떤 조건에 의하여 영구적이거나 반영구적인 정신적 장애를 갖게 되
거나 질병으로 인해 이전의 정신적 기능 상태로 되돌아 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한
다. 반면에 발달장애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지적, 사회적 기능이 심하게 손상되
어, 정신이나 신체적인 발달에서 나이만큼 발달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그
장애가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2007년 10월 15일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서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분류 중에서 발달장애를 다시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로 분류하고 정신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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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켜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분류를 하고 있다. 1989년 제정 이후 최근까지
유지되었던 장애등급제가 2019년 7월부터 폐지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이전
4~6급)으로만 구분되고 있으며 정신적 장애의 경우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모두 ʻ정도가 심한 장애인ʼ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는 정신적장애가 신
체장애에 비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렵고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
에 다른 장애보다 중증 장애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2. 지적장애인4)
가. 지적장애인의 일반적 정의
지적장애란 지적기능과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기술로 표현되는 적응행동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상태로 지적장애는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일상적인 사회적
기능과 수행기술 등을 포함) 모두에 심각한 제약을 보이는 장애를 말한다. 지적
기능은 학습, 추론, 문제해결 등의 전반적인 지적 능력을 말하며, 적응행동은 일상
생활에서 배우고 행하는 개념적(돈, 시간, 수 개념), 사회적(대인관계 기술, 사회적
역할수행, 자존감, 규칙을 따르고 법을 지키기, 이용당하기 않기) 실행기술(일상
적인 자기관리, 작업기술, 건강관리, 계획세우기, 전화사용) 등을 말하다.

정신발달이 정지된 또는 불완전한 상태로서 특히 발달기에 나타나는 지능의 장애로
특정지어진다. 이는 기능수행의 수준만이 낮을 때에는 지적장애로 보지 않으며,
지적 기능 수행의 수준이 낮아 정상적인 사회 환경에서 적응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을
경우에만 지적장애라 한다.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2).

4) 2007년 정신지체에서 지적장애로 용어 변경.
184

185

나. 지적장애의 원인
지적장애의 유병률은 각 연령대마다 다르며 전체 인구에서 유병률은 약 1%
정도이다. 아직 대부분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대체로 유전 또는 염색체이
상, 선천성 대사장애, 출산시의 두뇌손상, 아동기의 질병이나 사고, 사회･환경적
문제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흔히 태아기, 분만기, 분만 후를 나누어 원인을 분석
할 수 있으며 먼저 태아기와 분만기에 매독이나 풍진과 같은 전염병에 감염되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또한 유아나 어린 아동이 뇌막염이나 뇌염에 감염
되면 정신적인 발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독도 감염과 같이 태아나 유아에
게서 지적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알코올, 카페인, 니코틴 중독, 방사선 과다노
출도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특이한 기질적 병변 없이 양육의 잘못, 사회적･언어적 기타
자극의 결핍 등 불리한 환경조건으로 인해 지능장애가 생긴 것을 말한다. 부모의
영양결핍, 의료를 받지 못함. 불안정한 가정환경, 잦은 이사, 부적절한 양육 등이
지능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사회적 자극을 박탈한다.

특성
지적장애는 낮은 지능과 적응행동의 장애뿐만 아니라 각종 정서 및 행동장애,
신경학적 장애를 동반하는 복합 또는 중복장애이다. 적응능력의 저하는 도움 없
이는 일상생활을 잘 해내지 못한다. 지적능력과 사회적 적응기능은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또한 아무리 지체가 심하다고 해도 훈련과 재활의 결과 호전될
수 있다. 적절하지 못한 성교육이나 성충동 조절능력과 판단력의 미숙으로 성적
탈선이나 성범죄율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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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적장애인의 사회적응
일반적으로 인지적 능력과 더불어 사회적 기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 한편
낮은 지적 능력에 비해 사회･정서적 특성은 긍정적으로 기술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학교에 배치된 지적장애학생이 특수학교에 있는 지적장애학생에 비해 사회
성이 더 좋았다는 연구 결과도 볼 수 있다. (Zion & Jenvey, 2006).
따라서 지적장애인이 어릴 적부터 비장애아동과 상호작용 기회를 갖고 대화 시
작하기, 차례 지키기 등 다양한 사회성 기술들을 연습하고 습득하도록 도와주면
그들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 (특수교육학 개론, 학지사, 2010).

라. 지적장애의 치료
치료는 지적장애가 생기는 병의 경과를 단축시키고 지적장애의 후유증과 사회
적 제한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감정 장애나 행동 장애는 정신과적 치료를 요한
다. 정신과적 치료는 지적장애인의 지능수준에 맞추어 변형을 시켜서 놀이요법,
집단치료, 행동치료 등이 포함되며 과잉행동, 충동성 등 심한 정서 및 행동장애
에 대하여 적절한 행동요법과 항정신성약물요법을 시행한다.

교육
1) 지적장애인의 교육은 신체발달과 감각운동 등 신체적 기능의 발달과 통합된
과정을 밟아서 진행한다. 기본적 생활습관의 획득부터 사회적 자립에 이르기
까지 개별적인 목표를 정하여 지도와 훈련을 행한다. 지능장애의 정도에 따
라 일반학교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 작업장
을 통한 직업 훈련도 받을 수 있다.
2) 가족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 지적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부모들이
흔히 나타내는 충격, 실망, 죄책감, 분노 등 위기나 이후 배척, 과잉보호와
같은 적응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히 도와주어야 한다. 상담이나 정신치료를
실시한다. 가족이 지적장애에 대해 현실적 기대를 하며 자립성을 돕되 적절
한 돌봄도 제공하는 등 교육의 균형을 잘 맞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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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적장애인은 바보라고 놀림 받거나 신의 저주 혹은 정신질환자와 혼동되어 인
식되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지적장애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시작되었고, 지적
장애인을 위한 수용시설이 확충·개선되고, 특수교육이 발전하였으며, 지적장애
관련 연구가 활발해졌다. 1970년대에 와서 장애인을 사회와 격리해서 수용 보호
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부적응을 야기 할 수 있어 사회의 일원으로도 함께 생활
하고, 통합교육을 받을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최근 추세는 탈수용화 경
향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역시도 지적
장애 특수학교 및 직업재활시설이 있을 뿐 아니라 그룹 홈, 주간보호, 보호 작업
소, 복지관 등 지적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3. 자폐스펙트럼장애
가.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정의
DSM-Ⅳ에서는 자폐증, 아스퍼거장애, 소아기 붕괴성 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
는 전반적 발달장애로 분류하였으나 DSM-Ⅴ에서는 자폐스펙트럼장애 하나로
기술하고 있다. 자폐스펙트럼장애에는 다양한 상황에서 사회적 의사소통과 사회
적 상호작용의 결함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의 특징
을 보이는 발달장애이다.
발달장애라고 하면 지적장애를 포함하지만 자폐성 장애만을 가리키기도 한다.
한국은 2000년부터 자폐성 장애 등록이 가능해졌는데 처음에는 발달장애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가능했다. 이후 2007년에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정신지체가 지적장애라는 명칭으로 바뀔 때 발달장애가 자폐성장애라는 명칭으
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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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인
생물학적 요인으로 보는 견해에서 유전적인 요인으로 자폐성장애의 형제자매
들은 2~7%에서 자폐성장애에 이환되는데 이는 일반인구보다 50~200배나 많은
유병률이 된다. 또한 염색체 이상 및 뇌의 용적이 정상보다 크거나, 면역학적 이상,
출생 시 손상 등을 원인으로 본다. 정신사회적 요인으로는 한 때 Kanner외 학자들이
부모의 성격이 냉정하고 지적이며, 완벽주의적, 강박적 기계적일 경우를 원인으
로 보기도 하였으나 많은 시간동안의 연구로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 특성
통상적으로 명백하게 일반 발달단계를 거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상
증상을 12~24개월 사이에 분명히 보인다. 이 진단은 어떤 나이군에서도 내릴
수 있다. 자폐성 장애 아동의 80%가 지적장애를 동반하고 있으며, 약 60%는
IQ50 미만이다. 여자보다 남자가 4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지만, 여자의 경우
자폐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

라. 자폐성 장애인의 사회적응
자폐스페트럼장애의 치료목표는 사회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교류를 증진시
키는 것이며 비효율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줄이는 것이다. 특히, 치료와 교육개
념을 통합한 치료교육으로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는 경우도 있다. 애착증진치료,
사회기술훈련, 의사소통기능훈련 등의 다양한 접근을 사회적응을 위해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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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신장애인
가. 정신장애인의 정의
정신장애는 생물학적, 심리적 병변으로 인하여 정신기능의 제영역인 지능, 지
각, 사고, 기억, 의식, 정동, 성격 등에서 병리학적 현상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의 정의에 의하면 정신장애는 지속적 분열형(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조현병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기능 및 능력 장
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다.

나. 정신장애의 종류
1) 분열형(조현) 정동장애(schizoaffective disorder)
뚜렷한 기분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망상이나 환각이 적어도 2주 이상 선행되
어야 하며 분열정동 장애는 조현병(정신분열)과 기분(정동)장애의 양쪽 증상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대체로 평생 유병률은 0.5~0.8% 정도로 여성이 남
성보다 다소 높다.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조울증은 조증상태와 우울증 상태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반복되는 병이다.
(1) 조증상태
① 평소 때보다 자신이 위대해진 것처럼 느껴지고 자신만만해진다.
② 잠을 잘 필요를 별로 못 느낀다.
③ 말이 평소 때보다 현저하게 많아지고 말의 속도도 빨라지고 말투도 거칠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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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생각이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마구
빨리 건너뛰어 보통 사람이 들으면 무
슨 이야기인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
고, 횡설수설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⑤ 주의가 산만해지고 집중상태를 유지하
기 어렵다. 중요하지 않은 생각이나
사소한 외부자극에 의해서 쉽게 주의
집중이 흩어진다.
⑥ 직장이나 학교 등의 사회적인 활동이나 성적인 활동 등과 같이 자신만의
어떤 목표가 있는 활동이 증가한다.
⑦ 쾌락을 추구하는 활동이 증가하는데 그 결과 자신이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많아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활동에 몰두한다. 예를 들면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무분별한 성관계, 어처구니없는 사업에 투자를 하는 등의
경우이다.
(2) 우울증 상태
① 거의 하루 종일 그리고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에 빠져 있다.
② 거의 하루 종일 그리고 거의 일상생활에서의 즐거움이나 흥미를 잃어버린다.
③ 거의 매일 식욕이 현저히 떨어져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로 인한
체중의 감소가 있다. 혹은 반대로 평소보다 식욕이 왕성하여 체중이 늘어
날 수도 있다.
④ 거의 매일 잠을 잘 이루지 못하거나, 혹은 반대로 과도하게 잠을 많이 잔다.
⑤ 거의 매일 왠지 모르게 불안해서 안절부절하거나, 혹은 매우 행동이 느려
지고 둔해져 있다.
⑥ 거의 매일 매우 피로하고 기운이 없다.
⑦ 거의 매일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거나, 혹은 부적절하고 지나친 죄책감
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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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거의 매일 어떤 생각이나 일에 집중할 수가 없고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⑨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자살에 대한 생각을 떠올린다.
3) 반복성 우울장애(우울증)
(1) 특징 : 2주 이상 우울감이 있거. 나 모든 생활에서 의욕이 없는 상태인 경
우를 말하며, 신체적인 증상이 동반된다. 평생 동안 우울증을 경험
할 가능성은 남성보다 여성이 70% 정도 높으며 이는 호르몬 변화
와 관련이 있다. 평생 동안 우울증이 걸릴 가능성은 여성이 6.9%,
남성이 3%이다.
(2) 증상 : 우울한 감정, 매우 감소된 흥미나 관심, 심한 체중감소, 식욕의 감
퇴 또는 증가, 불면증 혹은 수면과다, 안절부절 혹은 정신행동지체,
매일 기운이 없음,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감정 또는 지나치고 부적
절한 죄의식, 사고 또는 집중력･결단력의 감소, 죽음에 대한 반복
적인 사고 등이 있다.
(3) 원인
▪ 생물학적
▪ 심리적

원인 : 유전적, 신경전달물질의 이상, 호르몬 분비 이상

원인 : 비관적, 의존적 성격 등의 인격적 특성, 집착이 강하거나 죄책

감이 많거나 자존심이 상실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 위험성이 높음
▪ 사회적
▪ 기타

원인 : 사회생활에서의 스트레스

: 계절성, 알코올 중독과 같은 약물 남용, 만성적 신체질환(치매, 뇌졸

중, 당뇨, 페경기 질환 등) 이나 다른 정신과적 장애
(4) 치료
▪ 약물치료

: 항우울제 등의 약물치료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최소 2

주 이상의 꾸준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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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상담치료

: 전문가의 조언이나 격려등의 면담, 긍정적인 사고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인지치료 및 지지집단치료 등을 통해 호전될 수 있다.
4) 조현병
(1) 조현병의 정의 및 원인
조현병은 환각, 망상, 행동이상 등이 나타나는 일종의 만성 사고장애이다. 전
세계 인구 중 조현병 증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은 0.2%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평생 유병률(有病率)은 1%로 의외로 높은 편이다. 호발연령은
10대 또는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이다. 대인 관계에서 지나친 긴장감 혹은
타인의 시각에 대한 무관심, 기이한 행동을 보인다. 조현병의 과거 명칭인 정
신분열병의 어감이 부정적 편견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
조현병학회는 이 병을 언어 순화 차원에서 조현병5)으로 개칭하였다. ʻ조현(調
絃)ʼ의 사전적 의미는 ʻ현악기의 줄을 고른다ʼ는 뜻이다. 조현병 환자 모습이 마
치 현악기가 정상적으로 조율되지 못했을 때처럼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이는 것
에서 비롯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이상, 대뇌의 구조 및 기능이상, 유전적
소인, 비이상적인 신경증식, 환경적･사회문화적인 요인 등으로 알려져 있다.
(2) 조현병의 증상
조현병의 증상은 매우 다양해서 환자들 간에도 그 증상이 서로 다르다. 또한
정신기능의 여러 가지 이상과 밖에서 보이는 형태상의 이상 등이 사실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조현병이 아닌 경우에도 볼 수 있는 증상인 경우가 많다.

5) 2011년 8월부터 조현병으로 법적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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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성증상
양성증상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여기는 생각, 말, 행동, 감정 등을 말한
다. 대표적인 것은 환청, 망상, 이해하기 힘든 말이나 행동 등이다. 양성증
상은 질병의 급성기 초기에 나타나며 응급입원이 필요하다. 양성증상은 항
정신병 약물에 더 잘 반응하고 예후가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환청

환촉

환시

환후

㉠ 환각 (hallucination)
외부의 자극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환각에는 실
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물을 보는 환시, 소리를 듣는 환청, 촉감을 느끼는
환촉, 냄새를 맡는 환후, 맛을 느끼는 환미 등이 있다.

피해망상

과대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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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상(delusion)
망상이란 사실과는 전혀 다른 잘못된 생각을 실제 사실이라고 굳게 믿는
잘못된 신념이다. 이성과 논리적 설명으로 이러한 망상을 바꾸지 못한다.
ⓐ 피해망상(persecutory delusion) :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려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한다고 믿는 등의 증상
ⓑ 관계망상(delusion of reference) :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상 사건들이
자신과 관계가 있다는 믿음을 갖는 증상
ⓒ 조정망상(delusion of being controlled) : 누군가 자신의 의지, 생각,
느낌을 조정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증상
ⓓ 종교망상(delusion of religion) : 자신이 메시아나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하거나 악마가 씌였다고 하거나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고 생각
하는 증상
ⓔ 과대망상(grandiose delusion) : 자신이 아주 위대한 인물이거나, 혹은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믿는 등의 증상
ⓕ 신체망상(somatic delusion) : 자신의 신체 어느 부위가 이전과는 달라
졌다거나 큰 이상이 있다고 믿는 증상

횡설수설하여 마구 화를 낸다

이상한 자세를 취한다

㉢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행동이나 말
조현병 환자에게 자주 보이는 이상한 행동이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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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 회피

감정의 결어

언어의 빈곤

② 음성증상
음성증상은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정신기능들의 소실, 결핍 또는 감소로서
슬프거나 기쁜 상황에도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무표정한 것과 같은 감정
또는 정동 둔마, 무쾌감증, 집에만 있고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사회적
철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의욕증 등이다. 이는 원만한
가족관계나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유발한다.
(3) 증상에 따른 대처방법은 무엇인가?
① 환청에 의한 행동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환청이 있을 때 환자의 행동
∙ 주위에 사람이 없는데도 대화를 나누듯이 혼자서 중얼거리거나 말한다.
∙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웃거나 운다.
∙ 주의산만하거나 어떤 생각에 몰두되어 말을 걸어도 즉시 대답하지 않는다.

㉠ 구체적으로 물어본다.
ʻʻ몹시 불안해 보이는데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니?ʼʼ, ʻʻ어떤 내용인지 말해
줄 수 있겠니?ʼʼ 라고 물어본다.
㉡ 비웃거나 화내지 않는다.
㉢ 환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주거나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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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의사나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나누도록 한다.

▪ 필요

시에 먹으라고 받은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에 따라 복용하도록 권한다.

▪ 콧노래(humming)를
▪ 평소에

불러보라고 한다.

좋아하는 일이나 활동을 하라고 한다.

▪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라고 한다.

② 망상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내용이 아니라 감정에 공감해 준다.
ʻʻ네가 그렇게 생각이 들면 진짜 무섭겠구나. 견디기도 힘들겠다.ʼʼ
㉡ 아주 강한 망상적 믿음에 대해서는 논쟁을 피한다. 상의 내용에 긍정도 부
정도 하지 않는다.
㉢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계속 우기면 논쟁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만약 환자가 자신의 망상적 내용을 아주 확신하여 가족에게 정당성을 입
증하려고 노력할 때에는 ʻʻ네가 정말로 그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을 잘 알
고 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다ʼʼ라
는 식으로 말해야 한다.
③ 환자와의 잘못된 대화방법 및 태도는?
▪ 얼굴을
▪ 너무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돌리고 외면한 채 말하는 것

큰 소리나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것

▪ 어린애

다루듯이 말하는 것

▪ 짜증스럽거나
▪ ʻʻ쓸데없는
▪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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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다는 듯이 말하는 것

소리ʼʼ라는 식으로 말하는 내용을 무시해버리는 것
걱정하는 투로 말하는 것

▪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말을 끊고 대신 말해버리는 것

▪ 직접

물어보지 않고 환자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듯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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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정적으로
▪ ʻʻ최근에

말하는 것

네가 잘 한일이 뭐가 있느냐?ʼʼ라는 식으로 무시해버리는 것

(4) 조현병의 재발
조현병은 그 자체가 재발을 잘하는 속성이 있으며, 재발이 잦을수록 예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모든 환자들이 다 재발하는 것은 아니다.
① 재발의 원인
조현병은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더라도 약 8%는 재발하게 되는데 증세가
호전 된 후 환자가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큰 원인으로 약
85%에 해당된다.
② 재발의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징후들
안정된 상태에서 생활을 잘하던 환자들이 재발할 경우, 대부분 1~2주 전에
곧 재발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재발경고 징후다. 따라서
환자와 가족이 환자의 재발경고 징후가 무엇인지 알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
한다면 재발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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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보고하는 재발경고 징후
▲
▲
▲
▲
▲
▲
▲
▲
▲
▲
▲
▲
▲
▲
▲
▲

잠이 안 온다.
불안하고 초조하다.
신경이 예민해지고 긴장이 된다.
밥을 적게 먹는다.
사소한 일에도 흥분되고 신경질이 난다.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한다.
행동하기 싫어 가만히 있는다.
활동이 증가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비웃는 것 같다.
우울한 기분이 들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가치하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
가족들과 다투게 된다.
평소 알고 지내오던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
불쾌한 기분이 든다.
어떤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환청이 들린다.

가족들이 보고하는 재발경고 징후
▽
▽
▽
▽
▽
▽
▽
▽
▽
▽
▽
▽
▽
▽
▽
▽
▽
▽
▽
▽
▽

잠을 안잔다.
음식을 잘 안 먹는다.
신경질과 짜증을 낸다.
활동이 증가한다.
예민해지고 긴장한다.
평소 잘하던 일을 안 하려 한다.
사람을 안 만나고 혼자 있으려 한다.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하려고 고집을 부린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곰곰이 생각한다.
한자리에 가만히 못 있고 왔다 갔다 한다.
화를 잘 낸다.
눈빛이 달라진다.
몸을 잘 안 씻는다.
말이 적어진다.
계속 누워 지낸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쳐다보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비웃는다고 생각한다.
의심을 한다.
약을 끊는다.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술을 마시기 시작한다.
초조하고 불안해 보인다.

(5) 조현병의 치료
① 약물치료
급성증상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만성화된 경우에도 약물치
료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약물치료는 뇌 속의 신경전달물질의 비정상적
인 분비를 억제하여 급성증상인 망상, 환청, 불안, 긴장, 부적절한 공격성향
등을 완화하고 재발을 방지하여 사회기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면 환자의 70% 이상에서 증상이 현저히 호전되고
재발을 막아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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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신사회재활치료
정신사회재활치료란 정신장애인이 다시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 복귀하여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모든 치료방법을 말한다. 사
회기술훈련, 환자교육, 낮병원, 직업재활, 주거프로그램, 예술요법, 여가활
동, 지역사회적응훈련 등 다양하다.
조현병의 경우 약물치료만 하면 1년내에 재발률이 30~40%에 이르지만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병행하면 1년 내내 재발률은 10%내로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다.
표 1

정신보건시설 종류별 정의

종 류

정 의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정신요양시설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
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
을 행하는 시설

사회복귀시설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
시설에서 치료･요양 후 퇴원(소)한 정신질환자에게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

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알코올중독자 및 그 가족 등
지역주민에게 알코올중독의 예방･치료 및 재활을 위한 상담과 훈련을 행하
는 시설

정신건강
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지역주민에 대한 정신건강의
증진,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 및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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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장애유형에 따른 실천현장 에티켓
1. 지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가. 대화할 때
1) 지적장애인이 사용하는 말의 발음이 불명확하고 단어
선택이 미숙하더라도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어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의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2) 비장애인은 발음을 분명하게 천천히 쉬운 단어를
선택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몸짓 등의 행동을 덧붙여 이해를 도울 수도 있다.
3) 지적장애인이 지능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반말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
어줍니다.

하거나 나이어린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데 생활연
령에 맞게 존칭어를 사용해 주어야 한다.

나. 외부장소에서 만날 때
지적장애인은 교통수단 이용이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들이 잘 아는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좋고 사전에 보호자에게 허락을 받으며 늦지 않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안전하게 귀가하였는지 확인전화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 레크리에이션
1) 비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의 지능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들의 정서, 감정,
오락적 유희감각까지도 저하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오히려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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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수준이 더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할 때는 무엇보다도 발달정도를 파악하여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르쳐 줄 때에는 이들이 알 수 있을 때까지 천천히
반복해 주어야 한다.

라. 돈 계산 시
지적장애인의 가장 큰 어려움의 하나가 돈 계산이므로 비장애인이 옆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며, 대신 계산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지적장애인과 근무할 때
1) 대개의 경우, 지적장애인에게 이야기 할 때에는
일반인과 대화를 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되,
보다 구체적이고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2) 면접을 할 때에는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쉽고
단순한 질문을 하고, 수시로 답변 내용을 되풀이
하여 확인한다.
3) 출퇴근 시간 기록기, 사물함, 화장실, 식당, 식수대,

돈 계산에 어려움이 있
으므로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 합니다.

보급실 등의 위치에 대하여 그림이나 기호를 활용
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4) 근무시간, 적절한 근무복장, 근무공간의 위치, 임금, 직속상관 및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관련 사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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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지시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한다.
6) 작업은 익숙해질 때까지 시범을 통해 여러 차례 반복해 가르쳐 준다.
7) 나이에 맞는 호칭을 사용하고 함부로 반말을 하지 않는다.
8) 돈 계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9) 익숙하지 않은 곳을 찾아갈 때는 동행하는 것이 좋다.
10) 낯선 곳에서 집으로 갈 때는 집에 잘 도착했는지 전화로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2.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가. 일상생활에서
1) 자폐성장애인은 감정, 의견의 표현이 서투르고 나름의 특성이 있을 뿐,
비장애인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기억한다.
2) 자폐성장애인은 낯선 장소, 익숙하지 않은 절차, 낯선 사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등에 심하게 불안을 느끼고, 여러 가지 행동특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 예행연습 등이 필요하다.
3) 자폐성장애인은 위험한 순간의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뜨거운
물, 전기, 자동차 등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언어적 주의만
이 아닌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 손이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함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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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폐성장애인과의 대화
1) 자폐성장애인은 지능저하가 함께 동반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생활연령에
어울리는 존칭어를 사용하여 한 특성을 가진 인간으로 상호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자폐성장애인은 대답할 때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끝단어만 쫓아하는
반향어를 많이 사용하므로 ʻ할까, 하지말까ʼ ʻ하지말까, 할까ʼ처럼 말의
순서를 바꾸어 2회 이상 확인하며, 그 말이 현재 어떤 상황에서 쓰이고
있는지 추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3) 어떤 상황에서 생각이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데 미숙하므로 예를 들어
말해주고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ʻ너 왜 우니?ʼ라고 질문하면서
ʻ슬퍼? 화나? 속상해? 어때?ʼ라고 부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

다. 자폐성장애인과 근무할 때
1) 자폐성장애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기술들 즉, 공공장소 이용법, 돈
계산, 가전제품, 대중교통 이용 등에 어려움을 겪으므로 도움이 필요하다.
2) 자폐성장애인은 위험한 순간의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뜨거운 물,
적기, 자동차 등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험한 경우에 행동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손이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함께 있어야
한다.
3) 자폐성장애인은 낯선 장소, 익숙하지 않은 절차, 낯선 사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심하게 불안을 느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행동 특성
(착석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려 한다든지, 계속 소리를 낸다든지 하는)을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 예행연습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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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폐성장애인은 감정, 의견의 표현이 서투르고 나름의 특성을 가졌을 뿐
비장애인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5) 일과를 조정해야 할 경우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새로운 일과에 적응
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6) 자폐성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정서나 생각에 대해 제한된 수준에서만 이해
가능하며,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어 오해를 사기 쉽다.
7) 자폐성장애인은 특정한 상황이나 물건(예: 전자오락기, 텔레비전, 자동차
등)에 심하게 집착하여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은 미리 예측하여 피할 수 있도록 환경을 계획하고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정신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가. 일상생활에서
1) 정신장애인도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무활동에 완전히 융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신 상태를 이유로 따돌려서는 안 된다.
2) 정신과 의사나 치료 전문가와 상담하고, 불면증, 피로 또는 기타 정신
장애에 흔히 수반되는 상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도록 외출이나 조퇴와
같은 배려를 해준다.
3) 정신장애인이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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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신장애인과 근무할 때
1) 일반인과 대화하듯 대화한다. 정신장애인도 여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무
활동에 완전히 융화될 수 있다고 한다. 정신 상태를 이유로 따돌려서는
안 된다.
2) 근무 중에도 자연스럽게 약을 복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3) 특정 정신과 치료 약물이 심한 갈증을 유발 하므로, 식음료의 반입이
금지되는 곳이라 할지라도 정신장애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음료수나
물을 마시게 하거나 무가당 껌과 사탕을 제공하도록 한다.
4) 정신장애인이 정신과 의사나 치료 전문가와 상담하고, 불면증, 피로 또는
기타 정신장애에 흔히 수반되는 상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도록 외출
이나 조퇴와 같은 배려를 해준다.
5) 업무를 지시할 때는 기억하기 쉽도록 하나씩 설명한다.
6) 중간 중간 짧은 휴식이 큰 도움이 된다.
7) 믿음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를 들어 자주 칭찬한다.
8)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함께 이야기하고 어울
린다.
9) 언제든지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주위에 배치하여 준다.
회식자리에서 술을 권하지 않는다.
10) 흡연은 약물의 대사를 증진시키므로 흡연을 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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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
도록 구체적인 예를 들어 자
주 칭찬해 줍니다.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출이나 조퇴와 같은
배려를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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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부담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주위에 배치
하여 줍니다.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함께 이야기
하고 어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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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인권 및
개인정보 이해와 실천

인권이란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힘들지만 모든 국민은 인권을 하나의 권리로
보장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사회가 발전하고 개인주의가 문화가 되어
가는 이 시대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취약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인권 학대나 침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기관이나 생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이들에 대한 인권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
이다. ｢인권 이해와 실천｣이라는 본 교과목은 인권에 대한 개념과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을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있어 사회복무요원 본인의 인권 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인권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1. 인권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대상자별 인권침해사례를 파악하고, 실천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3. 개인정보항목의 종류를 구분하고 사회복무요원의 행동수칙을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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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및 개인정보 이해와 실천

Ⅰ 인권의 개념과 특성
1. 인권의 개념
사람은 누구나 소중한 존재로 대우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유
로운 존재로 세상에 태어났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힘에 의해서도 빼앗길 수
없는 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전
적인 의미로는 인간이 자연인으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의미한다. 세계인권
선언에서는 인권은 인간의 권리(rights of man)1)를 넘어 인간이 되기 위한 권
리, 인간이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4).

1) 여기에 사용된 ʻmanʼ이라는 단어가 마치 여성을 배제하거나 차별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반론 때문에 ʻhuman rightsʼ로 용어를 사용. 류은숙, 2009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길라잡이(201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백서발간 위원회(2004),
인권백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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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의 특성
인권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만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현재의 법이 보장
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권리라면 인
권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이것은 인권의 다음과 같은 성격에서도 나타난다(염형
국, 2004).
첫째, 인권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이다.
둘째, 인권은 보편적이다.
셋째,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국가권력을 제한한다.
넷째, 인권은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 이상의 것이다.

3. 국제규정 및 국내법에 나타난 인권의 개념과 내용
가. 세계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1948)
머리말
모든 인류는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 남
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세계의 자유
와 정의와 평화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인권
에 대한 무시와 멸시는 인류의 양심을 짓밟
는 만행이다. 모든 인류가 최고로 바라는 것
은 인간이 언론의 양심과 자유를 누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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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인권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ICESCR : 1966)
인권선언보다 강제성이 강한 국제문서로서, 국가의 인권증진에 관한 의무를 규
정하고 있다.

다. 대한민국 헌법(제2장, 제10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침해할 수 없는 기본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
를 진다.

라.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의1항)
「국가인원위원회법」에서는 인권을「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
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
치 및 자유와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며,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1년
11월 출범한 독립기구이다
(http://www.humanrights.go.kr). / 국번 없이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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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이다.
∙ 인권은 보편적이다.
∙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국가권력을 제한한다.
∙ 인권은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 이상의 것이다.
1.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한 적이 있다.

4

6

8

10

2. 나는 잘난 체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핀잔 받은 일이 있다. 4

6

8

10

3. 나는 다른 사람을 말이나 행동으로 괴롭힌 적이 있다.

4

6

8

10

4. 나는 다른 사람을 때린 적이 있다.

4

6

8

10

5.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욕을 한 적이 있다.

4

6

8

10

6. 나는 다른 사람을 따돌린 적이 있다.

4

6

8

10

7. 나는 다른 사람을 놀린 적이 있다.

4

6

8

10

8. 나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4

6

8

10

9. 나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려서 아무 말 없이 돌려주지
4
않은 적이 있다.

6

8

10

10. 나는 다른 사람을 뒤에서 흉본 적이 있다.

4

6

8

10

11. 나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갈취한 적이 있다.

4

6

8

10

12.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빈대 붙은 적이 있다.

4

6

8

10

13. 나는 다른 사람이 잠자는 것을 방해한 적이 있다.

4

6

8

10

14.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앞에는 좋게 말했다가 뒤에 가
4
서는 나쁘게 말하는 이중성을 보인 적이 있다.

6

8

10

15. 나는 다른 사람의 부모님이나 가족에 대해 비방하거나 욕을
4
한 적이 있다.

6

8

10

총계 (

) 점

150~146점 : 감히 당신에게 ʻ인권의 지존ʼ이라는 이름을 내립니다.
146~140점 : 인권존중의 마음과 행동을 조금만 더 높여보세요.
140~130점 : 이런, 인권의식에 마음을 써야겠군요.
130점 이하 : 허걱! 당신의 ʻ인권의식ʼ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나의 삶이 소중하듯이 타인의
삶도 소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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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복지실천과 대상별 인권현황
1. 노인의 인권
노인만을 위한 국제선언이나 국제조약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1982년 유엔총
회에서 인준한 국제고령화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1991년 노인을 위한 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2002년 채택된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은 노인인권의 내용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및 국제
적 노력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권중돈, 2007).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바로 노
인복지제도이다.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점의 변화
즉 사고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노인복지관련 기관의 모든
종사자가 노인을 ʻ의존적인 존재이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ʼ이라는 사고에서 ʻ권리를 가진 완전한 주
체ʼ로 바꾸는 것에서 시작한다. 특히, 2006년 5
월 보건복지부에서는 ʻʻ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ʼʼ을 제정한 후 2013년 12월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을 거쳐
2015년과 2017년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운영하
고 있는데, 이는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소규모요양
시설, 노인공동생활시설을 말함)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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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운영자, 종사자, 사회복무
요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
된 모든 자는 ʻ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 선언ʼ에 포함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2)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 선언>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 안전하고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 우편,

사생활과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 개인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 운영와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

을 표현하고 문제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2)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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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
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
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
과 지침에 따라 학대받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
지하고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단이 없는 한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
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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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계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
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
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 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
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③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정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남공간을 제공하여야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 밖에 없
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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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관리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인지 능력이 제한된 노인인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
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⑥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한다.
⑦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
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
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
중하여야 한다.
⑧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이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
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한다.
-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
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3)
218

219

⑨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 건의함, 운영위원
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제기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⑩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사람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해야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
하고, 필요시 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하여야한다.
-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
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⑪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
시켜야 한다.

3) 원칙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은 이후 재산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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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
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사 례

∙ 위암 판정을 받은 A 어르신이 다른 질병 치료를 위해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자
보호자는 어르신이 말기암 환자여서 임종을 준비하고 있는데 번거롭게 병원에 입원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냐며 입원치료를 거부하였고 웬만해서는 다른 병원 치료도 가급
적 줄이자고 제안하였다.
∙ 누구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와상상태의 N 어르신은 누워있는 시간이 많다.
시설 밖을 구경하고 싶어도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있으며, 종사자들이 체위변
경을 해주는 경우가 드물어 피부질환(욕창, 피부염)을 앓게 되었다.

인권관점 실천의 가이드라인 ⇒ 건강한 노화는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이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병리적 노화로 다양한 만성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은 개인의 기능수준과 건강상태에 적절한 치료와 간호서비스를 받고, 장애에
이르거나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기능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동능력이 제한된 경우에는 시설내･외부
에서의 이동보조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시설에서의 개인적 일상생활을 보호받
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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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서비스를

받을 권리
사 례

∙ B 어르신은 단체복이나 환자복 입는 것을 꺼려한다. 왜냐하면 시설입소 전에 매우 아
끼던 옷을 가져왔는데 그 옷을 입으면 보기 좋고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 C 어르신은 ʻʻ내 옷은 손빨래를 해야 하는 옷인데 여기서는 손빨래도 못하게 하고, 세탁
기에 빨면 옷이 상하고, 때도 잘 지지 않아 속상해ʼʼ, ʻʻ드라이크리닝해야 할 옷도 세탁기
에 빨아 망가져 버렸어ʼʼ라고 불평을 자주 한다.
∙ L 어르신은 어느 날 갑자기 기저귀 교체시 거부의 뜻을 표현하셨다. 한 종사자가 다른
종사자에게 큰소리로 ʻʻL 어르신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ʼʼ라고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기
분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M 어르신은 종사자가 기저귀를 교체하면서 그 의향을 물어보
지 않고 아무 말 없이 기계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감정 없는 로봇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몹시 상하였다.

인권관점 실천의 가이드라인 ⇒ 어르신의 의복서비스에 있어서 개인적 기호
의 다양성 인정과 공동세탁 이후에는 소독을 실시, 그리고 내실 청소에 있어서
노인의 희망에 따라 잔존능력을 활용하고자 할 때와 노인의 재활을 위하여 청
소를 권장할 수도 있다. 어르신의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제공한다. 목욕서비스 시 종사자와 어르신간의 충분한 대화를 가짐으로써 어르
신이 갖고 있는 불만을 해소하여 서비스를 즐겁게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목욕
보조장비의 확보로 종사자와 어르신의 안전을 도모한다. 배변서비스에 있어서
는 이동과 관련한 보조장비 설치와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며, 기저귀 사용 결정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용서비스
는 어르신의 취향을 적극 수용하며, 퍼머액 등 실비비용 부담에 대하여 어르신
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시간 조정을 사전에 협의토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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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급식서비스를

받을 권리
사 례

∙ B 어르신은 고도비만이며 당뇨･고혈압으로 투병 중이나, 열량이 높은 음식을 선호하고
입맛에 맞는 음식은 과도하게 섭취하려고해 건강상 문제가 있다.
∙ E 어르신은 평소 사과 알레르기가 있는데 가을철에는 간식으로 대부분 사과를 제공하
므로 다른 노인들이 간식을 드실 때, 못 드시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권관점 실천의 가이드라인 ⇒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노인에게 양질의 영양
및 식사서비스의 제공이 필수적이지만, 공동생활시설이라는 특성 때문에 영양
및 식사서비스에서 여러 가지 인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노인 개개인의 기호에 따라 식단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식단을 제공하고,
또한 노화로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유동식의 제
공, 노인 기호에 맞는 다양한 간식 제공 및 간식 차별금지, 맛있는 식사와 즐거
운 식사가 되도록 적절한 운동프로그램 지원도 필요하다.
▪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사 례

∙ 함께 방을 쓰는 A 할머니는 혼자서 대소변을 못 가린다. 종사자들이 바빠서 기저귀를
금방 갈아주지도 못하고 갈아줘도 청결정리가 안되게 대충대충한다. 그래서 방안에는
쾌쾌한 냄새가 나서 다른 생활자들이 방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
∙ 통로에 이동보조 손잡이가 충분하지 않아 프로그램 참여시 불편함을 느낀다.
∙ D 어르신은 한 밤중에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미끄러져 엉덩이 뼈가 부스러졌다. 물리치
료를 해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침상에서 생활하고 있다.

인권관점 실천의 가이드라인 ⇒ 노화로 인하여 신체, 심리, 사회적 기능이
저하된 생활노인의 생활편의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주거공간을
설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자립생활, 사생활과 사회적
교육의 균형유지, 합리적 공간배치, 안전사고의 예방, 시설종사자의 후생복리
증진을 위한 공간 확보, 충분한 문화 및 여가생활 공간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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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사 례

∙ 심한 하반신 마비인 A 할머니는 휠체어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출입구 문턱에 걸려 전동휠체어가 정지되었다.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소음으로 도움요청의 소리가 전달이 안되
어 휠체어에 앉아서 소변을 보게 된 난감한 상황에 처하였었다.
∙ 치매증상이 있는 D 어르신은 팔찌를 채워 드려도 뜯어내고 목걸이를 걸어 드려도 거부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시설을 나가서 20 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배회하다가는 주민으
로부터 신고가 되었다. 다행히 입고 있던 조끼에 기관명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으나
70세 초반의 노인으로 젊게 보여서인지 신고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실종 된지 4일
만에 한 시민이 씻지도 먹지도 못하고 지쳐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고 다가가
옷에 연락처가 있음을 확인하고 신고하게 되었던 것이다.

인권관점 실천의 가이드라인 ⇒ 노인복지시설의 생활노인은 신체적･인지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치매노인, 뇌졸중 환자 및 각종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들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생활시설에서의 보호관리와 관련한 항목으로는 일상
생활수행 과정에서 신체적 기능 감퇴로 인한 낙상이나 보호관리 소홀로 인한
실종, 이물질 섭취(세제, 비누, 락스 등), 그리고 시설물 관리 소홀에 의한 승강기
안전사고 위험 등을 들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인격권과

평등권
사 례

∙ 자식이 자주 면회 오는 A 노인이 있는가 하면 입소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면회를 안온
B 노인이 있다. A 노인은 자녀가 면회를 왔다가면 자기 자식들이 효자라고 자랑하면서
ʻʻ당신 아들은 면회 한번 안오네 그려, 아들이 자네를 별로 안 좋아하나보지?ʼʼ라고 하면
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곤 한다.
∙ 건강하신 어르신이 음식을 천천히 먹는 어르신들에게 빨리 먹으라고 재촉한다. 성격이
급한 어르신은 먹고 있는 음식까지 뺏으며 식판을 정리해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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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관점 실천의 가이드라인 ⇒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존엄성 존중을 위
해서는 인권교육을 통한 종사자 및 생활노인의 인식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복지기관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봉사자, 실습생, 방문객)과 존칭어를 사용
하며 노인의 의사표현을 존중하도록 한다.
▪ 학대받지

않을 권리
사 례

∙ 우리 시설에 성격이 괴팍한 A 할아버지가 있어요. A 할아버지는 자기 성에 안차거나
조금만 마음에 안들어도 선생님들한테 욕을 하고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합니다. 처음에
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어르신이니 참으라고 타이르고 몇 달 동안은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선생님들 사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
고 해서 지금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체벌로 한나절 동안 방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
게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신체적 학대).
∙ 할머니! C 할아버지 좋아하지? 어제도 몰래 할아버지 방 앞에서 왔다갔다 하는거 내가
봤어요. 어! 얼굴 빨개지네 (중략) 할머니 내가 농담한 것 같고 왜 그렇게 삐치고 그래.
아이 미안혀~(언어 및 정서적 학대)
∙ 아이씨, ××! 할머니 또 오줌 쌌네. 오늘 아침부터 일진이 더럽더라니까. 할머니 한번
만 더 그러면 내가 키 씌워가지고 내쫓는다. 다음부터 쉬 마렵다고 얘기할꺼야 안할
꺼야. 대답해봐! 얼른...(언어 및 정서적 학대).
∙ 실습 중에 와상노인 기저귀를 교체하려고 침대 주변 커튼을 치려고 하는데, 시설 선생
님께서 커튼에 똥 묻으면 빨래만 늘고, 할머니는 창피한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그냥해도
된다고 했다. 잘못된 것 같았지만, 실습생인지라 시키는대로 하였다(성적 학대).
∙ D 할아버지는 시설에 입소할 때는 돈이 굉장히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아들들이 어르
신 도장을 가져가 사업자금으로 써버렸고,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할아버지는 매일
눈물을 흘리신다. 요즘은 시설에 내야하는 돈을 아들들이 보내주지 않아 시설에 눈치를
보며 미안해 하고 있다(재정적 학대).
∙ 몸이 아파서 누워있었는데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했는데 E 선생이 들은 척도 안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시시덕거리기만 했다. 일부러는 아니겠지 하루종일 할머니 할아버지
뒷수발하고 대소변 치우고 하면 나중에는 할머니가 뭐라고 해도 손하나 까딱하기 싫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권리는 어디서 찾아야 하나...(방임).
224

225

사 례
∙ 모든 걸 귀찮아하는 F 할머니가 있어요. 걱정되어 매번 ʻʻ할머니 그렇게 누워만 있으면
다리에 힘이 빠져서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얼른 일어나세요. 저랑 저기까지 걸어갔다
와요. 얼른요....ʼʼ라고 권해보지요. 그러면 F 할머니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ʻʻ아, 그냥
내버려둬, 살만큼 살았는디 이러다 죽겠지. 귀찮으니까 저리가.....ʼʼ 이렇게 말해요. 그
래도 몇 번 더 권해보지만 그럴 때마다 듣기 싫은 말 들으며 내가 왜 이래야 하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자기방임).
∙ C 어르신이 집에 가고 싶다고 하여 가족과 상의해 집에 갔다 오기를 몇 번 반복했다.
그런데 한 번은 부랑노인이 있다며 입소의뢰를 받아 경찰서에 가보았더니 그 할아버지
가 거기에 있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자식들이 버린 것 같았다(유기).

인권관점 실천의 가이드라인 ⇒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
하고, 학대사례 발생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시설 운영자와 종
사자는 다음과 같은 실천가이드를 따라야 한다. 첫째, 노인학대에 대한 종사자
및 노인의 인식 개선, 둘째, 노인학대 사례 발생의 사전 예방, 셋째, 학대 사례
의 발견 즉시 조사･사정하여 기록을 남기고 처벌이 필요한 경우, 신고하는 사
후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경제･노동권

사 례
∙ C 치매어르신이 입소할 때 큰 아들이 시설에서 통장을 위탁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시설에서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다. 입소한지 두 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 둘째 아들이라
며 찾아와서 가족끼리 합의하여 C 어르신의 재산을 자신이 사전에 상속받기로 하였으
니 돌려달라고 요청하여, 특별한 의심 없이 통장을 내주고 확인서를 받아두었다. 그로
부터 2주 정도 흐른 뒤 큰아들이 찾아와 C 어르신의 통장을 가족들의 동의 없이 내주
었다며 시설에 강하게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 F 어르신은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손상되어 있으며 시설에서는 잔존기능의 향상을
위해 시설의 텃밭을 가꾸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F 어르신은 어느 정도 일
에 참여하다가 어느 날인가부터 일을 거부하면서 대가를 요구하였고, 그 가족으로부터
부모님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며 경찰서에 고소된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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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관점 실천의 가이드라인 ⇒ 시설 생활노인이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시설 생활노인이 사망하였을 때 시설장은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보호자
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장례절차는 입소노인의 유지와 보호자의
뜻에 따라서 진행한다. 유류금품의 처분은 사망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되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잔여금품은 직계
혈족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유류금품의 처리는
시설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과에 따라서 운영비 등에 편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설입소 시 보호자로부터 각서를 받는 등의 선행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강제노동이란 원치 않는 일을 시키는 것, 치료 목적이 아닌데도
일을 시키는 것, 일로 파생된 금전을 보상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치료적 목적
일지라고 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체의 노동행위를 시켜서는 안된다.
▪ 정치

및 종교적 자유권
사 례

∙ 어르신 이번 선거에서는 B 후보자 찍으셔. 그래야 우리 시설에 도움이 되요. 알았죠.
어르신. 자. 약속해요. 손가락 걸고...
∙ 여기서 살다보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도
누가 선거에 대해 알려줘야 찍으러 가든지 말든지 할텐데. 어느 누구 하나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 아프다고 해도 강제로 예배드리러 가야한다고....
∙ 교회에 가고 싶은데 눈치 보여서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몰래 기도해.

인권관점 실천의 가이드라인 ⇒ 생활노인들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동료 노인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차별행위를 예방
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발행 자료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해준다. 종교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는
요소가 내재하고 있지만, 종교는 결코 강요되어서는 안되는 자유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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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생활권

사 례
∙ 문화생활, 말이 좋지. 그런 거 여기는 없어. 아픈 사람 약이나 주고. 대소변 못가리는
사람 기저귀나 갈아주고, 목욕 시켜주고...., 이런게 다야. 시간을 때울 것이라고는 기껏
해서 넓은 거실에 걸려 있는 텔레비전이나 보는 정도지 그것 말고는 없어.
∙ 이 놈의 다리가 문제여. 남들은 단풍구경 간다고 좋아서 난린데. 나야 어디 걸을 수가
있어야 엄두를 내보지. 휠체어 타고 가면 갈 수야 있겠지만, 내 방 담당 호리호리한
여자 선생이 휠체어 밀다가 병이라도 날까봐 애당초 생각을 접었어. 내가 안가는게 모
두에게 편하면 안가야지 뭐.

인권관점 실천의 가이드라인 ⇒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케어와 재활 등의 일상
생활 지원과 보건의료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어, 여가문화서비스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생활노인의 여가문화 서비스 선택권이 제한받을 가능성이 많
다. 문화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조사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능제한이 있는 자(신체 및 정신적 장애노인,
와상노인)에 대한 맞춤형 여가문화서비스, 예를 들면 와상노인을 대상으로 한
책 읽어주기 등 생활노인들의 욕구조사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 가족

및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권리
사 례

∙ 모든 자녀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중풍인 어머니를 모실 수 없게 되어 시설에서 생활
하게된 B 할머니는 자신에게 매우 지지적인 자녀들이 시설에 방문하게 되면 시설을
나가기 위해 시설의 종사자가 자기를 무시한다. 간식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다. 여기
는 반찬이 몇 가지 안되고 맛도 없다 등 사실과 다른 불평을 한다. 평소에는 다른 노인
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고 주로 혼자 있기를 원하는 B 할머니는 종사자들이 자신을 때
린다는 거짓말을 하여 자녀들이 자신을 시설에 맡긴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하여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몇 차례 반복해서 들은
자녀들은 종사자에게 어머니를 좀 더 잘 모셔달라며, 자신들이 지금은 모셔갈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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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니 가능하면 이런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계속 할머니가 불
평을 하면 할머니를 다른 시설로 옮기거나 혹은 자신들도 이제는 시설방문을 하지 않겠
다고 담당자에게 말을 했다. 종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설생활에 적응하려고 하
지 않는 할머니와 할머니에게 점점 지쳐가는 가족에게 그래도 돌아가고 싶어하는 B
할머니에게 어떤 도움을 제공해야 할지 종사자는 고민하게 된다.
∙ 평소 활달하고 유머가 있는 D 할아버지는 자신을 보살펴 줄 자녀가 없어 시설에 들어
왔지만 시설에서 늘 자신의 화려했던 젊은 날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다른 노인들과
자신이 다름을 강조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D 할아버지의 후배라는 사람이 시설에
한 번 방문한 뒤로 D 할아버지는 자주 외출을 요청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술에 취해서
매우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일이 발생했다. 종사자는 D 할아버지에게 기관의 규칙을
설명하고 할아버지가 필요로 하는 경우 외출을 할 수 있으나 술에 취하거나 정해진 귀
가시간을 훨씬 지나 들어오는 것은 안된다고 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종사자에게ʻ평소
시설은 가족과 같이 지내는 곳ʼ이라 해놓고 매일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시설에서 마시
지 말라 해서 오랜만에 좋은 사람들이랑 술 좀 했기로서니 뭐하면 안된다. 뭐하면 안된
다. 이러면 어떻게 사느냐며 항의를 했다. 종사자는 노인의 외출 허용이 때로는 외출하
는 노인 당사자나 다른 노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느
정도로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위해 외출을 지원해야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인권관점 실천의 가이드라인 ⇒ 노인의 외출이나 가족 교류, 그리고 다른 사
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노인의 건강과 생명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노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외출, 가족과의 교류)가 우울증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면, 그
욕구를 대체할 수 있는 정기적 자원봉사자 지원 및 주변 산책 내지는 외출 프
로그램으로 대체하여 해소되도록 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종사
자는 시설노인의 인권도 중시하면서 자신이 속한 시설의 가치와 규칙을 존중하
여야 한다. 간혹 시설노인의 인권과 시설의 규칙과 상충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
우 기관차원에서 사례회의를 통해 기관규칙이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노인의
욕구를 인식하고 변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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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노인에게

존중받을 권리
사 례

∙ 치매증상 등 정신증상을 보이고 있는 D 어르신은 이 증상 때문에 다른 동료 노인의
일상생활이나 심리적 안정성을 아래와 같이 방해하여 동료노인들의 불평이 심해지고
있으나 다른 시설이나 생활공간으로 옮기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면 밤 새 울거
나 소리치는 등 다른 노인의 수면을 방해하고, 망상,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불특정 동료 노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때리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하며, 다른 동료
노인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어 혐오감을 주기도 한다.
∙ 가부장적인 I 어르신은 여성노인들을 무시하여 ʻʻ여자랑 북어는 삼일에 한 번씩 두들겨
주어야 돼ʼʼ, ʻʻ여자는 맞아도 돼ʼʼ라며 여성노인을 이유 없이 때려 상해를 입히고 있다.
그리고 치매로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노인에게 슬쩍 옷을 올려보라며 성추행하거
나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성폭력 하는 경우도 있다.

인권관점 실천의 가이드라인 ⇒ 모든 인간은 천부의 자유와 존엄, 권리에 있
어 동등하기 때문에 종사자는 동료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도록 하는데 개
입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노인들 간에 힘의 불균형으로 ʻ명령을 받는 노인ʼ과
ʻ명령을 하는 노인ʼ이 있는 경우 종사자는 그 두 사람이 지켜야하는 규칙 즉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받는 노인 두 노인이 조금씩 양보하고 두 사람 모두 각
자의 능력과 환경에 맞춰 지켜야 하는 규칙을 공유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공동생활을 하는 동료로서 관계를 재정립하도록 도와야 한다. 신체적 성
적인 공격은 공동생활에서 가장 견제해야 할 위험한 요인이다. 이러한 신체,
성적 폭력을 행할 경우 ʻ거실 사용ʼ, ʻ즐거운 행사나 프로그램 참여 제한ʼ, ʻTV
청취 금지ʼ의 부정적인 처벌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또는
시설생활을 제한하고 가족들에게 일정 기간 보호할 것을 권유하여, 노인의 폭
력성에 대해 시설 종사자와 노인, 가족이 함께 공동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
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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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종사자를

존중할 권리
사 례

∙ 보호자들이 시설에 대한 기대가 높아 만족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노인의 불만 이야
기를 듣고 종사자에게 욕을 하거나 무시하며 일방적인 훈계나 지시를 하기도 하며, 수
시로 종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노인 일상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거나
말꼬리를 잡아 이야기를 하여 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 가족들 중에는 술을 먹고 늦은 시간에 문을 두드리며 부모를 보겠다고 윽박지르거나
이를 만류하는 종사자들에게 막말로 욕설을 퍼붓는 경우가 있으며, 가족이 음주 상태에
서 시도 때도 없이 종사자와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 전화를 걸어 종사자에게 심적인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인권관점 실천의 가이드라인 ⇒ 노인의 공격성이 질병(치매, 우울증 등)으로
인한 증상일 경우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이 종사자는 노인의 질병
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 교육을 통하여 노인의 공격적 행동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적절하게 환기할 수 있다. 노인 당사자와 그 가족을 대
상으로 종사자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한다. 종사자 인권보호와 더불어 사회복지현장의 종사자들에 대한 노동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되도록 제도를 갖추도록 한다.
▪ 입･퇴소

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사 례

∙ 아버님을 도저히 집에서 모실 수 없어서 시설로 모시게 되었다. 시설에 모신 것도 불효
인데 이것저것 어떻게 꼬치꼬치 물어볼 수 있겠어요. 제가 못 모시는 부모님을 받아주
는 것만으로도 황송한 일이지요. 시설 측에서 알아서 설명해주면 모를까.
∙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나빠지면 시설에서 해드리는 케어서비스로는 해결이 안되어 가족
들에게 입원이나 전원을 권유하게 된다. 그때마다 자식이나 다른 보호자들이 어르신
의향은 묻지도 않고 전원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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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관점 실천의 가이드라인 ⇒ 노인이 입소할 때, 노인 본인과 그 가족에게
시설에 대한 자세한 정보제공과 시설생활에서 노인이 갖게 되는 다양한 서비스
이용 권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러한 내용은 문서화하여 제공한다. 퇴소할 경
우에는 30일 이전에 사전 통보해 주며, 노인이 안전한 주거생활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 서비스

선택･변경시의 자기결정권
사 례

∙ 보호자는 본인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더 많은 특별한 서비스를 요구한다. 이때 보호자의
특별한 서비스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런지... 지금 거처하시는 방에 같이 계신 어르
신과 관계가 좋고 돌봐드리기도 수월한데, 보호자는 배정된 방에 이동변기가 있어 여러
어르신이 공동화장실처럼 이용하는 것에 불만이 있는 상태이다.
∙ 치매증상이 심해지고 있는 B 어르신의 병원진료와 관련해서 보호자에게 연락을 했다.
전화를 드려도 별 관심이 없고, 전화를 받고 귀찮아하는 태도가 역력하다. 이러한 상황
에서 상담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또 연락을 드려야 하는지?

인권관점 실천의 가이드라인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동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
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한다.
▪ 정보통신생활의

권리
사 례

∙ B 어르신은 핸드폰으로 수시로 전화를 하신다. 자녀들에게도 하고, 핸드폰에 있는 게
임을 하기도 하고, 가끔은 060 전화를 이용하기도 한다. 어르신이 핸드폰을 끼고 살기
때문에 자녀들도 어쩔 수 없어하지만, 자녀들은 시설에서 어르신의 핸드폰 사용을 제한
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06. 인권 및 개인정보 이해와 실천

2021 사회복지과정

인권관점 실천의 가이드라인 ⇒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정보통신 생활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다. 시설은 우편을 이용할 수 있는 재료 제공 및
대필서비스를 제공하며, 전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폰 등을 설치한다. 개
인 휴대폰 사용 노인에게는 자유로운 사용과 더불어 소비자교육을 실시하여 소
비자권리가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의 권리
사 례

∙ A 요양보호사는 매우 활달하고 원내에서 인기가 많은 종사자다. 이분은 큰 목소리로
언제나 원내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가끔은 생활노인 어르신들의 개인 가족사를
너무 대수롭지 않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여 행여 당사자가 마음에 상처를 입지는 않은지
지켜보는 사람이 전전긍긍할 때가 있다.
∙ B 어르신의 경우 침대에 누워있기 때문에 침대에서 옷을 벗은 후 목욕을 하러 갔다가
다시 침대에 와서 옷을 갈아입혀 드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벗은 몸을 다른 어르신들이
보게 되었다.

인권관점 실천의 가이드라인 ⇒ 시설종사자는 시설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생활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와상노인
을 포함한 모든 생활노인에게 사적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간을 커
튼이나 가리개를 이용하여 개인적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 생활고충

및 불평 처리에 관한 권리
사 례

∙ A 어르신은 외출이나 병원진료가 있는 경우 때때로 식사시간보다 늦게 시설에 도착하
는 경우가 있어, 차게 식은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식사시간을 조정하거나, 개
인적으로 데운 식사를 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너무 혼자 유별나게 구는 것 같
아 얘기를 꺼내본 적이 없다.
∙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시는 어르신의 경우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주 요구하
시는 어르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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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관점 실천의 가이드라인 ⇒ 시설은 생활노인의 불편, 불만사항을 해소하
기 위하여 공식적인 절차(건의함, 생활노인위원회, 정례적인 간담회 등의 실시)
를 제공하고, 제기된 불편과 불만 사항과 그 처리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 권리
사 례

∙ 시설에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다. 두 분 다 건강하시고 사이도 좋으셔서
밤에 성관계를 한다. 어느 날 두 분이 관계를 좀 진하게 하는데 우연히 그걸 보게 된
야간 당직 요양보호사가 다음날 아침 아무렇지 않게 회의시간에 얘기하고, 그 얘기를
들은 나이가 지긋한 요양보호사는 재미있다며 깔깔대고 웃는 상황이 벌어졌다.
∙ C 어르신은 식전에 혈당이 255까지 가는 분인데, 커피를 원하세요. 가끔 드리기는 했
는데 너무 혈당이 높아서 이번에 관리해야 하니까 안되다고 했더니, C 어르신은 당신
이 인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며. ʻʻ내가 지금 80이 다되었는데, 이렇게 관리를 받아
뭐가 크게 달라지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먹고 죽겠다.ʼʼ하시는 거예요.

인권관점 실천의 가이드라인 ⇒ 노인도 온전한 성적 존재임을 인정하고 종사
자들이 이러한 노인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노인들의 기본적 성적 욕구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표현된 개별적 욕구(흡연, 음주, 기호식품 등)
를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활노인이 참여한 가운데 모색
하도록 한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권리
∙ 건강권/주거권/인간존엄성과 경제･노동권/정치･종교･문화생활권/교류･소통권/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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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ʻʻ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며,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되어 진다ʼʼ라고 정의되어 지고 있다. 전세계 인구의 15%를 이루는
장애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UN 총회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2008년 5월 3일 국제법으로 발효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2008년 12월 11일
국회에서 비준되어 2009년 1월 10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장애인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그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한다. 이러한 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에 발생하는 영역별 인권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1) 인권문제 영역
유형
평등권

생활인에 대한 차별금지

생존권

의식주 생활(식생활 보장), 의료 및 건강, 신체적･정신적･성적 안전에 대한
권리

자유권

인격권(적절한 호칭과 존칭사용), 자기결정권(이･미용과 의복선택),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외부와의 소통, 종교의 자유, 성생활 보장, 입･퇴소의 자
유, 표현 및 정보의 자유

사회권

가족권, 노동권, 경제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정치권

투표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문화권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대한 권리

법 절차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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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유형

법률상의 도움, 시설운영에의 참여, 권리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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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등권
▪ 생활인에

대한 차별금지
사 례

∙ 모 정당의 전 대표였던 ㅇㅇ씨가 ㅇㅇ재활원에 방문하여 장애인에게 목욕 시켜주는 모습이
언론매체에 보도되었다. 장애인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언론에 공개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목욕봉사를 통해 장애인을 돕는다는 선량한 측면으로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가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다. 좀 잘못했을 때는 밥을 못
먹게 한다.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기 때
문에 일반 장애인 혹은 비장애인과 다른
시각에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 또 생
활시설 내에서도 장애의 정도나 장애의
유형, 장애인의 성별이나 외모 등에 따라
생활 장애인을 차별 대우하는 것 역시 우
리가 인식해야 할 평등의 영역이다.
개선 ⇒ 시설 내에서 생활 장애인들에게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해서는 안된
다. 이를 위해 먼저 변화해야 하는 것은 근본적인 케어기술의 변화이다. 지금
의 케어기술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이 아니라, 그것을 근간으로 하되 그 위에 개
인의 영역을 존중하는 의미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개인의 목욕은 개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혼자 목욕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최대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이면서 개인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 의복을
갈아입는 과정 역시 인권적인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종사자들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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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존권
▪ 식생활

보장
사 례

∙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있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먹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사먹을 수 있었다. 거주하고 있는 시설의 바로 앞에 슈퍼마켓이 있었고,
콜라와 초콜릿 등 당뇨환자들에게 좋지 않은 군것질을 하였다. 시설에서는 그의 지갑을
선생님이 보관하겠다고 했지만 ʻ내 돈이니 내가 가지고 있겠다ʼ고 했다.
∙ 조건부 신고시설의 인권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ʻʻ식사 시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
느냐?ʼʼ는 질문에 64.3%가 ʻʻ그렇지 않다ʼʼ고 응답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ʻ주로 된
장국과 콩나물이 나오고, 반찬은 김치 하나, 한 그릇에 말아주는데 맛이 없다ʼ라고 응답
한 사례도 있다.

ʻWellbeingʼ이란 ʻ잘 먹고 잘사는 법ʼ으로 이해하면서 더 풀이해 보면 ʻ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것ʼ 혹은 ʻ균형 잡히고 바른 식생활ʼ이라고 할 수 있다. 먹고
싶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생활을 해야 한다. 또한 적
절한 식기의 제공과 보장구의 제공을 통해 스스로 품위 있는 식사를 할 수 있
도록 하는 권리도 포함한다.
위 사례에서 장애인 생활시설의 식생활 보장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식단 및
간식에 있어 장애인의 개별적인 특성과 욕구를 존중하고 선택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가를 의미한다. 위 두 번째 사례의 경우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없다는 응답이나, 모든 반찬을 한 그릇에 밥과 섞어서 제공하는 식사는 기
본적인 존중이 지켜지지 못한 예이다.
개선 ⇒ 식생활 보장은 영양학적인 충분한 고려와 장애인의 개별적인 특성과
욕구를 존중하며 선택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가를 의미하며, 또한 식생
활에서의 자기결정권도 포함되어야 한다. 자기결정권이 인권의 중요한 가치이
기는 하나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자기결정권은 바람직하지 않다.
장애인의 올바른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기구와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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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꼭 중시 하여야 할 점은 장애인 당사자가 식단이나 식기에 대한
불만이나 변화에 대한 요구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
▪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 례

∙ 모 기관 자원봉사를 갔던 교회 청년들이 목격한 사례이다. 장애인들이 다른 장애인을
심하게 때리고 발로 차는데 비장애인 관리자들은 말을 안들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하며
그냥 넘겼다. 또한 식사시간에 턱이 빠져 밥을 흘린다는 이유로 비장애인 남자 2명이
끌고가 폭행해 어금니마저 빠졌다. 또한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이 분리되지 않아 남
성장애인에 의해 여성장애인이 수시로 폭행을 당했다.

생활시설에서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장애인이 장애인을
때리는 행위, 식사시간에 밥을 흘리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엄연한
인권침해이다. 아무도 모르게 생활인을 때리는 것 또한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다.
시설장이나 생활재활교사도 폭력을 행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
개선 ⇒ 폭력을 빙자한 교육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시설생활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게시하도록
한다.
(3) 자유권
▪ 인격권

사 례
∙ ʻʻ나는 직원 선생님과 같은 나이인데, 한 번 잘못한 일에 대해 많이 혼났다.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ʼʼ
∙ ʻʻ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좋겠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좋겠다. 늘 무시당하는
것 같다.ʼʼ
∙ ʻʻ시설에 가면 부모가 아니잖아요. 성인인데, 저희 부모 아니잖아요ʼʼ
∙ ʻʻ선생님이 관심이 없어서 아예 나를 부르지 않는다.ʼ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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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 ʻʻ시설에서 대화한 적이 없어서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다.ʼʼ
∙ ʻʻ내 나이가 63세인데 시설장 부부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라고 한다.ʼʼ
∙ ʻʻ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친구처럼 ʻ야, 자ʼ 한다.ʼʼ

장애인을 고유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연령 등에 상관없이 모두 시설에서 보
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성인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성인
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시설장 부부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게 하는 것
과 누구든지 ʻ야, 자ʼ로 통칭하는 것은 나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다.
때로는 장애인 스스로가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나 시설 선생님으로부터 존칭
을 듣는 것이 불편하고 왠지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친구나 아
랫사람에게 대하듯이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습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즉 기본적인 시설의 문화가 서로간의 호칭과 존칭을 적절하게 사용되
는 곳이라며 새로 입소하게 되는 모든 사람, 그리고 시설 안에서 성장하는 모
든 사람들에게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어떠
한 장애인에게라도 호칭과 존칭은 나이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성
인장애인의 경우 보통은 ʻ000씨ʼ라고 해야 하며, 서로에 대한 존댓말은 서로를
존중한다는 상호 약속이다.
개선 ⇒ 첫째, 생활시설 종사자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
은 아닌지, 신체가 불편하다고 해서 지적인 면이나 감정의 측면 역시 무의식적
으로 무시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역시 나
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이
해와 윤리의식, 인식개선을 위한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호칭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해야 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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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는 어린이답게, 성인은 성인답게 호칭을 불러야 한다. 또한 종사자는 장애
인의 의사표현에 무관심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셋째, 아동이건 성인이건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인격을 고려하여,
이들의 증명사진과 생년월일 등을 표기하여 시설 입구에 걸어놓는 것 등은 시
설생활자를 소개하는 의미가 아닌 ʻ전시ʼ의 의미가 강하므로 이를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 자기결정권

사 례
∙ ʻʻ다른 스타일로 하고 싶은데 묻지 않고 다 깎아 버린다.ʼʼ
∙ ʻʻ머리를 기르고 싶으나 요구하지 않았다. 안 되는 것은 일찍 포기한다.ʼʼ
∙ ʻʻ원장님이 스타일과 이발 할 사람을 정한다.ʼʼ
∙ ʻʻ자유가 없다. 머리를 기르려면 허락받아야 한다.ʼʼ
∙ ʻʻ알아서 깎아주고 간다. 어떻게 깎을 것이냐고 묻지 않는다.ʼʼ
∙ ʻʻ시설에서 나누어 준 옷을 입는다. 목욕하는 날 갈아입는다.ʼʼ
∙ ʻʻ내 옷은 없고, 옷을 돌려가면서 입는다.ʼʼ
∙ ʻʻ주는 옷만 입어야 한다. 헌 옷은 물려 입는다. 구입 할 수 없다.ʼʼ

시설에서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반영하지 않고 기초적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거나, 시설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장애인도 가능한 자기 스스로
돌볼 수 있다는 기본적인 자유권이 존중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장애인은 선택권을 주어도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 없으며,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존재이기 보다는 시설에서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적 욕구의 수용보다는 시설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보다 빠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가능케 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자신이 필요한 물건들을 선
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기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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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경험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는 ʻ장애인들에게 자기결정권을 주어
도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에서 알아서 해 주는 것ʼ이라는 그 동안의 관행
을 깨고, 장애인의 자기결정능력 자체를 지원해야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생활
공간에 개인 물품을 비치할 수 있게 하는 설비나 기기를 제공해야 한다.
▪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사 례

∙ ʻʻ나 혼자 목욕하고 나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혼자 목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
다. 같이 해야 한다. 꼭 그래야 한다.ʼʼ
ʻʻ(여성의 경우)남자 자원봉사자가 목욕을 시켜서 창피하다.ʼʼ ʻʻ목욕 자원봉사자가 너무
자주 교체되어서 창피하다.ʼʼ
∙ ʻʻ나에 대한 기록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 같다. 어디 갔다 왔냐, 뭐하냐, 뭐하다가 왔냐?
이런 거 꼬치꼬치 물을 때 정말 기분이 나쁘고 아무 말도 하기 싫다. 그 전에도 몇 분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물어볼 때 정말 싫었다.ʼʼ
∙ ʻʻ개인 신분증의 자기 관리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미신고시설에서는 18%를 제외한
대부분이 시설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거의 강제로 가져가는 경우와 원래부터 시설
에 맡기는 것인 줄 알고 시설에 맡겨둔 경우도 있었다.ʼʼ

누구나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다. 또 나만의 소중한 것을 갖고 싶을 때도
있고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도 있다. 이것을 사적인 영역, 프라이버시
라고 한다. 이 부분을 타인이 노출시켰을 때 수치심이 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여러 명이 함께하는 공동시설이라 서로
양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부분은 절대 침해되
어서는 안된다.
개선 ⇒ 첫째, 장애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사생활을 보
장하겠다는 종사자들의 의식전환이 우선 필요하다. 사생활보호에 시설이 열악
한 면이 있더라도 종사자의 의식으로 인해 최소한의 사생활은 보장받을 수 있
기 때문이다. 둘째, 혼자 씻는 것이 어려워 목욕 자원봉사를 배치할 경우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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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치심이 최소화 되도록 목욕서비스를 해야 한다. 적어도 동성이 아닌 이성
의 봉사자에 의해 장애인의 몸을 씻기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스스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이라면 혼자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여야 하며, 혼자 목욕
을 할 수 없는 장애인과 함께 해야 하는 경우, ʻ서로 돕는 것ʼ, ʻ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ʼ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시켜야 한다. 셋째, 규칙 준수와 생
활일지 기록이 장애인의 자유와 사생활에 제한을 주는 것은 아닌지 그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넷째, 본인의 신분증은 본인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시설에서 관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동의해야 하며, 어떻게
관리되고, 신분증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 외부와의

소통
사 례

∙ ʻʻ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보고 싶었으나, 못나가게 했다.ʼʼ
∙ ʻʻ여기에 있는 동안 사무실 전화를 내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ʼʼ
∙ ʻʻ가족들이 면회를 와서는 지난번에도 3번이나 왔다가 못 만나고 갔는데, 그 때 맡기고
간 간식을 먹었냐고 물어보았다. 나는 가족이 온 사실조차 몰랐다.ʼʼ
∙ ʻʻ시설에 있어도 친구들과 만나서 놀고 싶고, 나가서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고 싶
은데, 시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룹 홈이 좋다. 외출하고 싶을 때 마음대
로 갈 수 있어서...ʼʼ

외부와의 의사소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외부와의 소통제
한이 인권침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인권보호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
다. 다만 시설에서는 지나친 규칙이나 사고위험에 대한 우려 등으로 장애인의
자유로운 외출이나 소통을 제한한다.
개선 ⇒ 가족의 경조사는 당연히 외출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사소한 외출에
는 허락을 받도록 시설과 상호협조한다. 시설에서 전화사용은 자유로워야 하나
업무 병행사용과 다수인이 함께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제하도록 협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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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구한다. 가족이나 친인척, 친구가 방문할 경우, 시설 내 만남의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가까운 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종교의

자유
사 례

∙ ʻʻ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 어떨 때는 가고 싶고 어떨 때는 안가고 싶은 때도 있지만
안가고 싶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참는다.ʼʼ
∙ ʻʻ예배에 참석 안하면 몽둥이로 3대 맞는다.ʼʼ
∙ ʻʻ본인은 교회에 가고 싶은데 눈치 보여서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몰래 기도한다.ʼʼ
∙ ʻʻ시설 부지 내에 최원장이 목사로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일요일 최원장이 주관하는 예배
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거동이 불편한 일부는 참석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강제적으
로 참여해야 합니다.ʼʼ 또한 과거에 직원이 이것에 대해 반발하여 퇴사한 사례가 있다.

종교는 선택 사항이지 필수 사항은 아니다.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믿을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이 종교를 믿지 않겠다면 그것 또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개선 ⇒ 기관의 이념 내지 규칙이라며 강압적으로 따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시설장의 종교적 신념과 운영은 분리되어야 한다. 시설에서는 신규입소
시에 시설의 종교가 있다면 입소자 본인과 가족에게 종교를 고지하여야 한다.
장애인은 기관에서 행하여지는 종교행사와 관련하여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참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이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또한 시설운
영자의 종교적 신념을 직원들이나 생활인들에게까지 강요하거나 특정 종교행
사를 시설 내의 정규 프로그램 시간에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 침
해 소지가 있음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성

생활보장

장애인의 성적 권리를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성에 대한 애정이
생긴다고 죄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감정을 건전하게 풀어갈 수 있
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시설의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원하지 않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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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것은 범죄행위이다. 시설에 개인의 성적 욕구를 고
려한 공간이 없다면 생활인은 공간 확보를 요구하여야 하며 또한 결혼을 약속
한 사람과 사적인 자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들의 사적인 부분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4) 사회권
사회권은 생존권과 자유권을 토대로 하는
인권보장 영역으로 완전하고 실질적인 사회참
여와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권리이다. 사회권
은 구체적으로 가족을 만들 권리, 가족과 함
께 살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와 노동을 할 권
리, 경제권을 포함한다.
▪ 가족권

사 례
∙ ʻʻ나는 연애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한다.ʼʼ
∙ ʻʻ마음은 있지만 이곳에서는 못한다.ʼʼ
∙ ʻʻ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느냐?ʼʼ
∙ ʻʻ돈이 없어서 결혼은 생각도 못한다.ʼʼ
∙ ʻʻ시설 생활인을 대상으로 연애와 결혼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애나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37.2%였으며, 연애나 결혼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14.2%이었다.ʼʼ

장애인에게도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연애하고
그리고 결혼을 한다는 것, 그리고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장애로 인해 가족을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개선 ⇒ 시설은 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개인적인 사생활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재정적인 부분을 감당할 능력과 가족을 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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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가 있다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돕도록 원조해야 할 것이다. 시설
내에서도 장애인 가정이 생활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 마련, 혹은 시설 인근
에 적절한 주택 마련, 기본적인 가사에 대한 정보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
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노동권

사 례
∙ ʻʻ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장애가 심하다 보니까 취업이 안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동작업장에서 일한다.ʼʼ
∙ ʻʻ경남에 있는 모시설에서는 시설장인 B씨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였고, 친인척을 요직
에 앉히는 전횡을 일삼았다. 또한 원생들에 대한 구타가 있었으며, 사택을 짓는데 원생
을 동원하였다. 이것은 직업훈련의 명목으로 행하여졌으며, 원생들에게 임금도 지급하
지 않았다.ʼʼ

시설 내 혹은 별도의 공동작업장에서 개별 장애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어쩔 수 없는 작업장이 아니
라, 장애인 작업장이라 하더라도 일반회사나 공장과 같은 동일한 근무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불법적인 강제노역과 이에 따른 임금착취는 인
권침해이다. 자신을 노예로 삼게 해서는 안 될 뿐더러 노동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임금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지
켜지지 않을 때에는 법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노동권은 직업선택의 권리로 설명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일
을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 받아야
한다. 또한 장애를 이유로 노동에서 배제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개선 ⇒ 시설 내 취업 연령 가능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장애인의 직업생활
유지에 필요한 업체 상담 및 권익보호를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 상담의 역할을
수행할 직원을 배치 운영해야 한다. 또 장애인의 능력과 요구에 따라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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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교육 및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과 관련된 재활지원계획을 수립･
운영해야 한다.
▪ 경제권

사 례
∙ ʻʻ어렸을 때부터 시설에서 생활하여 왔는데 적금 또는 모아 놓은 돈이 3천만원 이상이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작은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타나 법적 강제로 퇴소시켰
고, 이와 동시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통장에서 인출했다.ʼʼ
∙ ʻʻN씨는 지방 재활원 소속 그룹홈의 회원이다. 담당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아침저녁으로 통근만 할 뿐 같이 살지 않았다. 또한 생활자들에게
불친절하였고, 통장과 신분증을 달라고 하여 자기가 관리하였다. 수급권으로 나오는 생
계비도 담당사회복지사가 생활비 명목으로 다 가져가고, 생활자 가족들에게 틈틈이 전
화하여 시설수리비 등으로 별도의 돈을 요구하였다고 한다.ʼʼ

장애인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생계급여, 공동작업장이나 취업을 통해 번
돈,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 등 다양한 곳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이것을 개인의 사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개선 ⇒ 첫째, 장애인 당사자에게 경제와 돈이라는 개념, 재산의 활용,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경제권을 장애인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
나, 이러한 권리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시설에서도 권리구제와 같은 교육실시
로 적극적인 보호와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장애인이 노동의 대가로 받은 돈은 전액 장애인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
또한 그 외의 가족들이나 친척에게 들어온 용돈 또한 본인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본인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본인이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사회복지사나 다른 직원에게 이 역할을 위임하게 될 때에는 그 사용
처와 내용이 명확하게 본인에게 알려져야 한다. 또한 본인이 원할 때는 언제든
지 알려주고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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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권

사 례
∙ ʻʻ장애인의 복지카드를 본인이 관리하지 않고 가족이 관리하고 있다. 가족은 장애인의
이름으로 복지카드를 유용하여 핸드폰과 자동차를 샀으며, 할부금이나 이용료가 장애
인 이름으로 되어서 시설에 날아온다.ʼʼ
∙ ʻʻ거주장애인의 개별 서비스계획과정 참여에 대해 연구한 결과, 개별서비스 계획에 참여
하고 있다는 의견은 19.9%였으며,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의견은 40.2%였다.ʼʼ

사회보장권은 공적급여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연령, 성
별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이다. 이것은 장
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
종 공적 서비스를 명확하게 수급 받을 수 있도록 기관에서 보장해야 함을 의미
한다. 이러한 장애인의 사회보장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는 권리로서
가족이나 친지에 의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생활시설에
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우리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는 무엇이 계획되고 있는지, 또 나 자신을 위한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등
개별서비스 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
개선 ⇒ 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보장제
도와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알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의 사회복지
수급권은 양도할 수 없는 개인 고유의 권리이며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설에서는 장애인에 대해 국가에
서 행해지는 각종 장애인복지 시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하고 그것을 생활
인과 가족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공적 수급비용의 철
저한 관리와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역분권화에 따라 제공되는 급
여 내용이 다를 수 있음으로 지역별 특성에 따른 공적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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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치권
▪ 투표권

사 례
∙ ʻʻ투표장소가 2층이나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투표를 할
수 있는가?ʼʼ
∙ ʻʻ시설에서 00번 찍으라고 했다.ʼʼ
∙ ʻʻ점자로 된 자료가 없어서 정보 획득이 어려웠다.ʼʼ

투표권은 헌법에서 부여하는 기본권이다. 투표장소가 부적절하여 장애인들
이 투표를 하지 못했다면 이는 투표권이라는 기본권 행사를 제한한 것으로 엄
연한 권리침해인 것이다. 누군가에 의해 강요된 투표권 행사는 인권침해의 우
려가 있다. 시설에서 이것을 강요하는 것도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다.
투표하는데 필요한 점자로 된 자료나 기타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기관의
의무이다.
개선 ⇒ 기관에서는 장애인의 장애정도 및 능력에 따른 올바른 선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선거교육은 선거의 의미가 무엇인지, 선거방법은 무엇인지 등
을 알려주는 것이다. 기관장과 직원은 선거의 중립성을 확보하여 자신의 지지
성향과 관련한 것을 장애인에게 강요하면 안된다. 선거 및 참정에 필요한 보조
기구 및 편의 용품을 확보하여 선거 장소에의 접근성을 최대한으로 지원해야
한다.
(6) 권리구제 절차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는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이다. 하
지만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 시설 내에서 자행된다면 이것은 바로 신고해
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사항이다. 정신적 폭력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
를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연령에 상관없이 무조건 어린 아이로 취급하면서 반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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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욕설을 행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신체적인 폭력과 성적 폭력은 법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Tip 1.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의 개인적 권리>
∙ 자기관리 및 위생 보장
∙ 개인물품 관리 보장
∙ 주거생활(주거환경 및 공간배치)의 보장
∙ 종교생활의 보장
∙ 성생활의 보장
∙ 식생활의 보장
∙ 프로그램의 참여 등
∙ 신체적･정신적 폭력방지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
∙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 부여
∙ 교육 및 학습 보장
∙ 공공서비스 수급 보장
∙ 선거 및 참정 보장
∙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
∙ 사회생활(대인관계 등)

장애인 권리
∙ 평등권/생존권/자유권/사회권/정치권/문화권/법 절차적 권리

3. 아동의 인권
1) 아동인권의 중요성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아동의 친
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
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가 최선의 노력으
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며, 아동의 건강 및 복지
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
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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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호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영식, 2007). 아동복지법 제3조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ʻʻ아동은 자신 또는 부
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ʼʼ라고 명시되어 있어 아직 의사결
정의 능력이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동의 경우는 인권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아동권리란
아동권리가 국제협약으로 제정된 것은 1989년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ʻ아동
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ʼ(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에서 비롯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그 심의 과정에서 ʻ아동관ʼ에 획
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아동을 권리향유의 주체로 파악하는 아동관에서 권리
행사의 주체로 인식하는 아동관으로 변화되었다. 국제조약은 헌법에 의해서 국
내법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할 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ʻ일반적으
로 승인된 국제법규ʼ로서 ʻ국내법과 같은 효력ʼ을 갖는다(헌법 제6조).
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3대 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3대 기본 원칙이 있다. 아동에 대한 정의, 비차별의 원
칙,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다.
첫째, 아동에 대한 정의는 협약에서 ʻʻ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ʼ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흔히 아동과 청소년이라 지칭하는 연령대를
아동이라 부르도록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 합의를 본 것이다.
둘째는 비차별적 원칙이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 그 어떤 조직
과 환경에서도 아동은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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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이다. 협약 제 3조 1항에는 ʻʻ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
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ʼʼ고 되어있다.
이는 아동이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가면서 한 아동의 권리가 가족관
계 속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사회 내에서 다른 이들의 권리와 상충되거나 서로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실현시키는 일은 정부, 비정부, 국제기구, 가정, 학교를
망라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4) 아동의 4대 권리
(1)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여 최상의 건강과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건강, 음식, 깨끗한 물,
교육, 안전한 장소 등)를 생존권이라 한다. 생존권을 위협받는 아동들은 거리의
아동, 장애아동, 노동자 아동, 성적으로 이용당하는 아동, 난민시설의 아동, 보호
시설의 아동, 소수민족 아동, 학대당하는 아동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굶주림과 영
양실조, 신체적 학대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공격, 빈곤, 위험한 노동환경, 주거의
상실, 다양한 종류의 질병 등에 의해서 생존권을 위협받는다.
(2) 발달권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아동이 신체
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평균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가정 내 성장, 교육, 오락 등)를 발달권이라 한다.
(3) 보호권
차별대우로부터의 보호, 학대, 방임으로부터의 보호, 장애아동, 고아, 난민아동
의 보호(폭력, 학대, 방임, 착취, 차별, 전쟁 등)를 보호권이라 한다. 착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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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에는 노동뿐만 아니라 성착취도 해당된다. 아동보호에 있어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는 재난(천재지변-홍수, 지진, 가뭄 등)과 전쟁(아동병
사, 전쟁고아, 피난아동 등)등에 처한 아동, 위법행동을 한 아동, 돌봐주는 사람
이 없는 아동, 성적으로 학대당하는 아동, 거리의 아동들이 있다.
(4) 참여권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이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생각, 양심과 종교의 자유,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의견을 가지는 것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문화 속에 참여하는 것)를 참여권이라 한다.
아동은 자신의 요구를 분명히 말하고 적절한 지원과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충분
한 자격이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사려 깊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됨으로써
건강한 사회일원이 되어가는 것이다.
5) 아동학대에 의한 권리침해 사례
아동의 인권과 결부하여 심각한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아동학대는 아동인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고민해 보아야 할 사안이다. 아동학대는 주로 신고
에 의하여 접수되고 상담이 진행되거나 전문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체학대
신체학대는 그야말로 신체상의 손상을 입힘으로써 상처를
입히거나 이로 인한 정서상의 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말한
다. 심지어는 이러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죽음으로까지 비
화되는 사건들이 종종 언론과 매체를 통하여 기사화되기도
한다.

06. 인권 및 개인정보 이해와 실천

2021 사회복지과정

(2) 정서학대
이는 심한 폭언과 폭력적인 위협을 가함으로써 심리
적으로 공황상태를 몰고 오며 정상적인 인격형성을 저
해하는 언어폭력으로 자행되는 유형을 말한다. 특히,
자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지식이 없는 저소득 가정에
서 주로 발생되는 유형으로 학대 유형 중에서 가장 빈
번하고 많이 발생되는 유형이다.
(3) 성학대
아동의 성적인 수치심을 자극하는 말과 행동을 하
거나 확립되지 않은 성을 유린하는 행위가 이에 해
당되는데 주로 정서학대, 신체학대, 유기 등은 친부
모나 편부, 편모 슬하에서 발생되는 학대의 유형인
데 반해 성 학대는 계모나 계부 그리고 친지, 이웃
에 의하여 자행되는 아동학대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성학대는 결국 성장 후에도 정상적인 행동규범을 제약하는 치명적인 요
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유기
방임과 유기는 음식이나 외출의 제한 등 일종의 아동에 대한 무관심을 보임으로써
아직 생존능력이 떨어지는 아동들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초래하는 유형이다.
(5) 중복학대
중복학대는 이러한 아동학대가 단순하게 신체
나 정서, 유기 등이 따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폭력 후의 유기나 정서학대 후 성
폭행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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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동들이 말하는 인권
권리침해 사례 1
∙ ʻʻ어른들의 말은 경험을 통해 조언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의 의견을 한 번
도 생각해주지 않고, 무조건 어른 뜻에 동의하라는 요구ʼʼ
∙ ʻʻ아동들에게 잘못했다는 이유로 의자 들고 책상 위에 올라가라는 심한 체벌ʼʼ
개선방안
∙ 잘못했다고 무조건 잔소리나 심한 말, 체벌로 아동들을 다스리지 말고,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도록 하라는 다정스러운 말로 긍정적으로 말하면,
우리들도 반항심을 갖지 않고 어른들의 말을 잘 들을 것 같다.
∙ 한번이라도 아동들의 의견을 생각해준다면, 아동들도 인간이라는 자부심
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항상 어른 뜻대로 한
다면,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해보지도 않을 것이다.

권리침해 사례 2
∙ 요즘 부모님들은 외식 등으로 늦게 귀가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아이들이
제 시간에 안 들어오고 밤에 안 들어오면 엄청 혼낼 것이다. 시험 치기 전
날 어머니는 집에 안 들어오셨다. 그런데 나는 시험이 끝나고 친구 집에서
하루 밤을 지냈다.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늦게 들어왔냐는 이유로
혼나기만 하였다.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기분이 나빴다.
개선방안
∙ 앞으로는 부모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고 시험 후에는 쉴 수 있는 시간
도 줬으면 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나이차별이 없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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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 사례 3
∙ 엄마가 너는 이런 것을 하면 안된다. 너가 왜 하니? 그런 건 어른들이나
하는 거야…….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나도 커피마실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는데, 왜 할 수 없다고 무시하는 것인가.
개선방안
∙ 우리는 앞으로 아동의 권리를 갖고 싶다.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
는데라고 말하고 싶다. 앞으로 인권교육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한다.

권리침해 사례 4
∙ 지난 시험에 4등 했는데 엄마께서 나에게 누구누구는 올백 맞았다고 하
시며 칭찬을 하지 않으신다. 열심히 해서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했지만
그까짓게 뭐가 대단하다며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개선방안
∙ 아이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아이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주고 존
중해 주었으면 한다.

권리침해 사례 5
∙ 학교에서 친구 돈이 없어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범인이 나오질 않았다.
체육시간에 선생님께서는 아이들 말을 듣지 않고 무작정 가방을 뒤지셨
다. 그 때는 정말 싫었습니다.
개선방안
∙ 선생님이나 어른들께서 아이들의 의견도 듣고 존중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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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 사례 6
∙ 여자라고 축구부 등 기타 체육부에 들지 못할 때, 참여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한다. 여자는 힘이 약하다고 얕볼 때 보호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한다.
개선방안
∙ 체육부는 물론 모든 특별활동을 남녀로 구분하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4. 이주민의 인권
2018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367,607명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
하였다. 체류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이
45.2%(1,070,566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태국 8.4%(197,764명), 베트남
8.3%(196,633명), 미국 6.4%(151,018명), 우즈베키스탄 2.9%(68,433명),
일본 2.6%(60,878명) 등의 순이었다.
표 1

연도별 장단기 체류외국인 현황(ʼ14~ʼ18년)4)

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요통계 http://www.immigration.go.kr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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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이주민 인권을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이주아동
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이주노동자5)
이주노동자들이 접하게 되는 가장 큰 인권문제는 바로 인종차별이다. 본래 과
학적으로는 지역적･민족적 구분으로 인종을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유럽
인들은 진화론과 과학적 합리성을 이용하여 인종 간의 유전적 우월성을 주장하
였다. 그들은 유럽인이 가장 진화되었고, 문명화된 존재라는 자민족 중심주의를
내세워 비 유럽인들에 대한 인종적 멸시, 박해, 차별을 정당화하였다. 나치의 반
유대주의, 백인의 흑인 차별이 전형적인 인종차별의 예이다. 특히 인종적 편견
으로 인해 특정한 인종에게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법적 불평등을 강요하는 일
도 자주 발생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과 배제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데, 타
인종･타민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인 태도에는 인종주의(Racism), 인종차별
(Racial Discrimination), 외국인 혐오(Xenophobia) 등이 있다.
이주민들의 증가와 함께 결혼이주민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지원이 확대되고 있
는 것과는 달리 이주노동자들은 오히려 소외되는 경향이 있고, 미등록 이주노동
자들은 단속과 추방의 위협 속에 놓여 기본적인 권리마저 위협받고 있다.
(1)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기반한 이주노동자 인권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으로써 보호되고 지켜져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이주노
동자권리협약｣에 잘 정리되어있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이 성립되기까지 의
과정을 보면, 국제노동기구의 ｢이주노동자 협약･권고(1949)｣, 국제노동기구
의 ｢이주노동자 보충협약･권고(1975)｣, 유엔 ｢외국인권리선언(1985)｣, 유엔

5) 박천웅(2011). ʻʻ이주노동자 차별너머 인권경영으로ʼʼ에서 내용 발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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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주노동자권리협약(1990)｣ 등으로 이어진다. 특히 1990년 12월 18일
유엔은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채택하여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제적 차
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2003년 7월 1일 공식
적으로 발효하였고, 현재 42개국이 협약에 가입하였으나 한국은 아직 가입하
지 않았다(2011.12.).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유엔이 역점을 두고 실현하고
자하는 8개 인권조약22가운데 하나이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26조, 제40조를 보면 ʻʻ이주노동자도 국민과 동등
하게 노동3권을 원칙적으로 향유한다.ʼʼ 다만, 합법상태의 이주노동자가 노동조
합의 결성의 권리를 가지지만, 합법의 상태가 아니라도 ʻ모든ʼ 이주노동자는 노
조 결성권을 제외한 권리, 집회와 활동에 대한 참가권 그리고 노조의 가입권
등을 누릴 수 있다고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도 ʻʻ외국인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체류기
간과 상관없이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대상 수급자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직업재활훈련 신청대상자에
서 이주노동자를 배제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합리
적인 이유 없이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므로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직
업재활훈련 신청대상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직업재활훈련 대상자 선정
제도를 개선할 것ʼʼ을 권고한 바 있다.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은 2007.10.1.부터 산업기술연수
제를 폐지하고 ʻ고용허가제ʼ로 일원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된다. 이는 국내인
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이주노동자를 고용 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의 도입
취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아래에서도 사업장 이동의 문제 등
다양한 갈등이 존재한다. 나아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추방에 따른 문제와 자녀
의 교육권, 아동권리의 문제가 점차 청소년의 문제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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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이주여성6)
(1)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한 국제적 기준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과 권고안

유엔사회권위원회는 2009년 11월 10~11일에 이주민, 특히 결혼이주여성
의 인권과 ʻʻ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ʼ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촉
구하였다. 위원회는 한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이 아직도 거주 자격
과 관련하여 한국인 배우자에 의존한다는 것을 우려한다(제2조). 위원회는 한
국정부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여성들이 거주 자격을 얻거나 귀화하기
위하여 한국인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이들 여성에게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받는 차별을 줄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한국정부가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E/C.12/KOR/CO/3 September 2009).
▪ ｢인종차별철폐협약｣과

권고안

제17조 ʻʻ위원회는 한국이 국제결혼여성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특히 한국인 남편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제결혼여성이 이혼 또는 별거하게 된 경우에 법
적인 거주 자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국제결혼중개업소가 지나친 비용을 받고 교육하거나, 배우자가 될 한
국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신분증 및 여행문서를 압수하는 등
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결혼중개업소의 활동을 규제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국제결혼여성의 한국사회 통합을 위하여 한국과 한국전통에 대한 충
분한 정보 및 한국어강좌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추가로 제안한다(CERD/C/KOR/CO/1. August 2007).ʼʼ

6) 신은주(2011). ʻʻ문화적 역량과 사회복지서비스ʼʼ에서 내용 발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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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고안에서 주목할 사항은 ʻʻ한국인 남편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결
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ʼʼ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
(체류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 ｢베이징

여성 행동 강령｣

｢베이징 여성 행동강령｣은 제46조에서 ʻʻ여성이 인종, 연령, 언어, 민족성,
문화, 종교 또는 장애, 토착민 여성이기 때문에 혹은 기타 지위 때문에 완전한
평등 및 향상에 대한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ʼʼ하고, 제32조에서
ʻʻ인종, 연령, 언어, 종족, 문화, 종교와 장애로 인하여 혹은 그들이 토착민이라는
이유로 힘의 증진이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다수의 장애에 직면한 모든 여성과
여아를 위하여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동등한 향유를 도모하려는 노력을
강화한다.ʼʼ라는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있다. 이주 여성과 관련한 이 행동강령은
｢인종차별철폐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국제노동조합협약｣ 제111조와
동일선상에 서 있다(한국염, 2004).
3) 이주아동7)
다문화가정 자녀 가운데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이주노동자가정 자녀는 새로운
소수집단 구성원이라는 공통점 외에 몇 가지 차이점이 확인된다. 이주노동자가
정 자녀들 중에는 미등록 이주민 신분에 있는 아동들도 있고, 부모가 모두 이주
민이기 때문에 성장과정의 양상이 국제결혼가정 자녀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는 것이다. 우선 법적인 지위가 다르고, 국내 체류 자체의 가능 여부와 학교 입
학의 기회(공교육 진입 기회)가 다르다. 또한 성장 후 한국에 계속 거주할 가능
성의 정도가 다르고, 성장환경도 다르며, 구성원의 주 연령대도 다르다. 국제결
혼가정 자녀는 대부분 초등학교 재학 이하의 연령대이지만, 이주노동자가정 자
녀의 경우 영아기부터 10대 후반에 이를 정도로 연령대가 다양하다(오성배,

7) 오성배(2011). ʻʻ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과 인권ʼʼ에서 내용 발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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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제결혼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만 교육적
측면에서의 특성이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와 가깝다. 국제결혼재혼가정 자녀 가
운데 아버지가 이전의 국내결혼을 통하여 양육하고 있던 자녀들도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으로 분류되고 있고, 이들도 새로운 환경으로 인한 문화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난민인정을 받은 난민가정의 자녀는 또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이 다문화 정책의 주 대상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특성이 다른 만큼 그 실
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별도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확대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1) 이주아동과 관련된 권리
▪ ｢아동권리협약｣의

54개 조항 가운데 이주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조항

- 제2조
아동은 어떤 경우에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아동과 아동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종교를 믿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 제9조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동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아동은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 어쩔 수 없이 헤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 정기적
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모두 만날 수 있어야 한다.
- 제10조
아동이 부모님과 떨어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 정부는 아동이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계속 만날 수 있도록 입국이나 출국을 쉽게 허가해
주어야 한다.
- 제26조
정부는 아동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 제29조
아동이 교육받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마음껏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아동은 교육을 통해 인권과 자유, 이해와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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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신을 배우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방법, 자연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
울 수 있어야 한다.
- 제30조
소수민족의 아동은 고유의 문화 속에서 자신들의 종교를 믿고,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아동권리협약｣의 조항들에 나타난 내용은 국내 거주 등록 이주아동 뿐만 아
니라 미등록 이주아동도 한국 국적을 가진 아동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지
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권리침해 사례 1
∙ ʻ너ʼ와 ʻ나ʼ, 건널 수 없는 다리
- 미르초등학교(가칭)의 김○○ 선생님은 얼마 전 자신의 학교에서 일어
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다수 재학하고 있는 미르
초등학교에서 1박2일 동안 학생들이 학교에서 야영을 하는 행사가 있
었다. 야영과 더불어 다양한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조를 나누어 활
동하였고, 교감선생님은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일반 학생의 친목을 다
지기 위해 모든 조에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를 편성
하였다. 레크리에이션과 여러 활동을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학
생들끼리 저녁을 준비하는 활동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일반학생들과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서로 분리되어 저녁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김
○○ 선생님은 각 조의 조장에게 ʻʻ왜 따로 저녁을 준비하니? 조장이니
까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이 어떻겠니?ʼʼ라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모두 일
반학생으로 구성 된 각 조의 조장들은 하나같이 ʻʻ싫어요. 쟤네랑 같이
안해요.ʼʼ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결국, 저녁은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
학생이 서로 떨어져 각자 준비해서 먹는 것으로 끝이 났다. 이 일로
김○○ 선생님은 ʻ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이 벌써부터 고정관념을 가진
채 자라난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ʼ라는 생각을 하
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학생들 사이의 친목도모를 위한다는 명분 아
래 선생님들의 어설픈 언행들이 오히려 다문화가정의 학생에게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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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증가함에 따라 각 학교와 교실에서도 다문화가정
학생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확한
근거와 정보 없이 만들어낸 고정관념과 편견은 그것이 차별의 의도가
없을지라도 다문화가정 학생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이러한 고정관념과 편견, 이로 인한 상처는 서로 간의 이해와 화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갈등과 충돌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다문화
인권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첫째, 모든 아동과 교육 관계자, 나아가 모
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다문화 인권교육의 기회를 지
속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둘째, 인권친화적인 교실 환경을 만들고, 인권
감수성 및 다문화 감수성을 높여 편견과 차별이 없는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이유로든 아동을 차별해
서는 안 되며, 차별할 경우 실질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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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 사례 2
∙ 엄마가 한국인과 결혼해서 몽골에 13세 딸 혼자 있어요. 입국시켜 주세요8)
- 국제결혼한지 6년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직 국적취득은 못한 상태입니
다. 결혼 전 부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은 7살 때 한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온 적이 있었고 본국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
습니다. 딸은 현재 13세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사망하여 지금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한국대사관에 지난 해 초청신청을 했으나 보류
되었고, 올해도 초청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혼자 경제적
으로 어렵게 살고 있으며 범죄에도 취약합니다. 제가 양육책임을 지겠
다고 하는데도 딸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아내도 국적신
청을 할 것이고 딸을 데려와 공부도 가르칠 생각입니다. 저의 호적에
올리고 양육하고 싶으니 어린 자녀가 함께 살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개선방안
∙ (국가인권위원회 답변 요지) 딸의 입국거부로 화목한 가정이 유지되기 어
렵다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미성년가자 홀로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에 입국하면 절차를 밟아
서 양육을 책임질 내국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사관(법무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하여 가족의 동거가 불가하다면 진정하여 인권위 판단을 받
아볼 수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미성년 어린이들은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있고, 모든 결정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 국가인권위원회(2014). 2014년 상담사례집. p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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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이버에서의 인권
가. 사이버 상에서 기본권의 충돌 및 인권침해
사이버 공간도 일상공간으로써 상대방과 나 사이에서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여
야 한다. 다만, 개인의 표현의 자유의 행사가 상대방의 인격권 침해로 이어지거
나, 나의 경제적 이득이 상대방의 재산권인 저작권 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 사이의 충돌이 발생한다.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기
본권 간의 관계를 정하여 인권침해를 막고자 하는 노력이 법제화되어 있다.

나. 사이버 언어 폭력9)
악플과 같은 사이버 언어폭력은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이메일 및 채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시 내용 및 대화 내용 중에서 상스러운 욕설과 인격모독 혹은 허위,
비방하는 글들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언어폭력에는 크게 5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무분별하게 퍼붓는 욕설이다. 연예인 온라인 팬클럽끼리 서로 자기가 좋아
하는 스타의 라이벌에 대해 맹목적으로 견제하거나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잘 안
풀릴 경우 언어습관을 잘못 들인 네티즌들에게서 자주 나타난다.
둘째, 맹목적 비방이다. 연예인들이나 정치인 등에 대한 사례가 많다. 예를 들면,
A씨에 대한 외모 콤플렉스를 공공연히 들추어내거나 B씨에 대한 사생활을 들추어
내는 행위 또는 C씨에 대해 맹목적 거부감을 드러내며 헐뜯는 사례가 그것이다.
셋째, 유언비어가 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게재하면 빠른 확산성
으로 말미암아 유포된 내용이 사실인 듯 대중들에게 알려짐으로써 언어폭력을

9) 한국방송통신위원회(2015). 미디어와 윤리: 미디어 교육교재 대학용. pp.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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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르는 것이다. 내가 싫어하는 특정 대상자나 연예인 등을 음해할 목적으로 불
건전한 내용을 유포하거나 사실이 아닌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동을 들 수 있다.
그밖에 채팅방이나 게시판에 도배를 하거나 성적 욕설을 일삼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상대방이 말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의미가 없는 내용의 글을 계속 입력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익명성을 이용해 상대방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성적 욕설을
하는 방식이다.

다. 인터넷 권리침해 예방법10)
1) 나의 권리 지키기
▪ 잘못된

요구 거절한다.

- 사생활 공개하지 않기: 전화번호나 신체 사진 등 사생활 정보는 남에게 함
부로 주지 않는다. 즉 나를 곤란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처음부터 주거나
게시하지 않는다.
- 원하지 않는 메시지 무시･차단하기: 자꾸 채팅이나 쪽지로 혐오스러운 사
진이나 음란한 말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답하지 말고 무시하거나 차단해
버린다.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대부분은 포기하게 된다.
▪ 나의

개인정보는 스스로 지킨다.

- 아이디에 개인정보 쓰지 않기: 개성있는 아이디도 좋지만 개인정보는 가급
적 넣지 않는다. 예를 들면 아이디를 생일정보를 넣어 ʻ801205ʼ 이런 식으
로 쓰지 않는다.
- 공개범위 설정하기: 블로그와 SNS의 프로필은 전체공개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 정보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올린 나
의 정보는 공개범위를 설정해서 아무나 보지 않도록 한다.

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6). 따뜻한 인터넷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요: 사이버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에서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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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보안에 주의한다.

- 안전한 프로그램 사용하기: 컴퓨터나 휴대폰에는 공인된 프로그램(어플)만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주기적으로 모르는 프로그램(어플)
이 설치되었는지 점검하고 백신도 자주 업데이트 한다.
- 폴더 공유범위 점검하기: 웹하드나 토렌토 등의 폴더 공유 설정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다. 나의 개인정보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우리의 권리 지키기
▪ 타인의

정보를 소중히 다룬다.

- 다른 사람의 사생활 지켜주기: 내가 무심코 게시한 다른 사람의 영상 및
얼굴이 노출된 당사자에게는 괴로움과 상처가 될 수 있다. 내가 소중한 것
처럼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와 사생활도 지켜주어야 한다.
- 게시자에게 미리 확인받기: 공개 블로그에 있다고 해서 모두에게 공개한
것은 아니다. 다른 곳에는 올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정보를 퍼 나르기
전에 게시자에게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 감정적으로 글 쓰지 않기: 누구나 가끔 감정에 휘둘려 글을 쓸 때가 있다.
이렇게 작성한 악성 댓글과 게시글은 상대방을 아프게 할 뿐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도 돌아오게 된다. 게시하기 전에 한번 더 읽어본다.
- 격한 논쟁에서 잠시 피하기: 인터넷에서 논쟁하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지 않으니 감정적으로 흘러가기 쉽다. 그럴 때는 잠시
논쟁을 멈추고 숨을 고르는 것이 좋다.
▪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인터넷의 모든 정보가 사실은 아니다. 관련 내용으
로 검색해 보거나 출처를 확인만 해도 잘못된 정보의 확신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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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여부 알려주기: 내가 게시한 글을 보는 사람은 모두 사실로 믿을 수
있다.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제목이나 잘 보이는 곳에 퍼온 글이나
추측이라고 표시해 주어야 한다.
▪ 상대의

입장도 생각한다.

- 의견의 다양성 존중하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살아온 환경은 모두 다르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행동할 때 더욱 성숙한 소통을 할 수 있다.
- 무조건적 비방 자제하기: 합리적인 비판은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비방은 쉽
게 확산되고 점점 과격해져서 당사자가 많이 괴로워할 수 있다. 비판은 하
되 무조건 비방하지 않는 것이 건전하게 소통하는 방법이다.
3) 권리 침해 시 도움을 받는 곳
▪ 인터넷

피해구제 센터(국번없이 1377)

▪ 전문기관

및 단체와 상담

- 경찰청(각종 사이버범죄, 국번없이 182)
- 언론중재위원회(언론보도 관련 분쟁, 02-397-3000)
-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 침해, 국번없이 118)

라. 권리구제
사이버 상의 인권침해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11)이 있다면, 피해자는 사이버 상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6. 인권 및 개인정보 이해와 실천

2021 사회복지과정

의 범죄에 대한 고소를 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할 수 있다. 또한 정신적
피해나 사회적 입지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민법 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으로 청구할 수 있다.
권리침해 사례 1
∙ 저의 부끄러운 모습 지원 주세요.12)
- 저는 대학생인데요, 2년 전 사귀던 남자친구와 찍었던 동영상이 있는 데,
얼마 전 헤어지고 나서 그 동영상이 제 이름과 함께 공유사이트에 올라
갔습니다. 제목에 제 이름이 나오고 제 몸도 적나라하게 보여 누가 알아
볼까 무서워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습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개선방안
∙ 최근 개인의 사생활 동영상이 촬영되어 유포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인격권 침해에 해당
하며, 사안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에 의해 처
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
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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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 사례 2
∙ 인터넷에서 저를 괴롭힙니다.14)
- 저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고등학생이에요. 지난 주 게임에서 채팅으
로 다툼이 있었는데, 그 후 그 사람이 제 아이디를 알아내서 매일 욕하
는 쪽지를 보내고 제 블로그에 욕하는 댓글을 계속 씁니다. 그만 하라
고 답장도 보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나중에 전화나 주소까지 알
아낼까봐 무섭습니다. 오늘 쪽지가 몇 개나 와 있을지도 걱정이네요.
개선방안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상
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를 사이버스토킹이라고 합니다. 사안에 따라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15)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도 있습니다.

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6). 따뜻한 인터넷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요: 사이버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ʻʻ반포 등ʼʼ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ʻʻ정보통신망ʼʼ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14)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6). 따뜻한 인터넷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요: 사이버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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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인권침해 예방
∙ 사이버 상에도 예절이 필요하며 나와 타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
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제11048호(청소년 보호법), 2016.3.22,
2018.6.12] [[시행일 2018.12.13]]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
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
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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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와 함께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자세
사회복지 실천현장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우선적으로 권리를 보장받는 장
으로써 인권보호가 중시되는 곳16)이다.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17)을 존중함은 물론, 사회복지사 보조자인
사회복무요원의 활동은 그러한 윤리강령에 준하여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실천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따르도록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무요원은 윤리강령을 존중하고, 그에 준하여 엄격히 실천한다.
둘째, 전문적, 열정적, 도덕적으로 실천하는데 솔선수범한다.
셋째, 업무수행 상 관계되는 모든 자로부터 접대나 금품은 받지 않는다.

16) 인권운동가들의 치열하게 투쟁했던 사안들이 실제로는 지역사회나 사회적 약자의 복
지를 보장하거나 신장하기 위한 것들이었고, 사회복지사들의 현장에서 실천했던 일상
업무가 실제로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인권운동
가와 사회복지사들은 실제로는 동일한 일을 해오면서, 한편에서는 그것을ʻ인권ʼ이라고
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ʻ사회복지ʼ라고 불러왔던 것이다(이명묵, 2006).
17)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
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 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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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근무기관의 모든 정보를 보호하고, 공유한다.
다섯째, 기관에서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과 서로 믿고, 돕고, 존중하는 기관문
화 조성에 솔선수범한다.
여섯째, 기관에서 근무할 때는 공사를 엄격히 구분하여 처신한다.
일곱째, 동일한 법인 및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간에 적극적인 멘토
링 관계를 맺는다.
사회복무요원이 윤리강령을 실천해야하는 이유는 시설보호의 질은 시설종사자
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시설종사자의 복지의식,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원
만한 인간관계 능력 등은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임과 동
시에 사회복무요원과 시설직원 더 나아가 지역주민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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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관련 근거
ʻʻ개인정보ʼʼ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
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
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

출처: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2014년 민간분야 개인정보보호교육자료)
그림 1

개인정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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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유형별 개인정보항목
유형구분

개인정보항목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가족정보

가족구성원들의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교육 및 훈련정보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상벌사항

병역정보
부동산정보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

소득정보

현재 봉급액, 봉급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기타소득의 원천, 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 수익정보

보험 (건강, 생명 등) 가입현황, 회사의 판공비, 투자프로그램, 퇴직프로
그램, 휴가, 병가

신용정보

대부잔액 및 지불상황, 저당, 신용카드, 지불연기 및 미납의 수, 임금
압류 통보에 대한 기록

고용정보

현재의 고용주, 회사주소, 상급자의 이름, 직무수행평가기록, 훈련기록,
출석기록, 상벌기록, 성격 테스트결과 직무태도

법적정보

전과기록, 자동차 교통 위반기록,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의료정보

가족병력기록, 과거의 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 각종 신체테스트 정보

조직정보

노조가입, 종교단체가입, 정당가입, 클럽회원

통신정보

전자우편(E-mail), 전화통화내용, 로그파일(Log file), 쿠키(Cookies)

위치정보

GPS나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신체정보

지문, 홍채, DNA, 신장, 가슴둘레 등

습관 및 취미정보

흡연,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비디오 대여기록,
도박성향

출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
274

275

2.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가. 장애인･노인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장애인･노인의 개인정보는 왜 중요하고 보호되어야 하는가? 정보화시대에 개
인정보는 자산적 가치가 높고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사회적약자인 장애인
과 노인의 정보는 사회복지기관에 주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사회복지기관의 직원
과 관련자들의 정보보호노력과 제도적 장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개인정보들
은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
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는 기업의 입
장에서도 수익 창출을 위한 자산적 가치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매일 수신되는 스팸문자, 보이스 피싱, 나를 사칭한 메신저
상의 금융사기 등이 모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될 수 있다. 특히 인지판단능력
이 떨어지는 장애(발달장애, 신경인지장애18) 등)가 있는 경우스스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범죄의 표적이 되어 개인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거나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권리를 행하사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18) https://www.nid.or.kr 중앙치매센터
과거에는 치매를 망령, 노망이라고 부르면서 노인이면 당연히 겪게 되는 노화 현상
이라고 생각했으나, 최근의 많은 연구를 통해 분명한 뇌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치
매를 진단하는데 미국 신경정신과학회의 DSM-5가 흔히 사용되는데, .DSM-5에서
는 치매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치매의 명칭은 '주요 신경 인지장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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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침해사례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은 직원 이외에도 장애인이나 노인의 기능보조를 위해 다
양한 인력이 지원을 하고 있어 이용자/입소자의 개인정보를 접할 기회가 노출되
어 있다.
실습생,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인턴 등이 사회복지시설에서 함께 일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업무상 이용자/입소자의 개인정보를 접하게 되며, 초상권도 예
외는 아니다. 특히 이용자/입소자가 사회적 약자이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와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개인/기업/국가의 피해
2)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명의도용 문제
3) 보이스피싱에 의한 금전적 손해
4) 유괴 등 각 종 범죄에 노출
5) 기업의 이미지 실추, 소비자단체 등의 불매운동
6) 다수 피해자에 대한 집단적 손해배상 시 기업 경영에 큰 타격 등
위의 제시된 사례는 일반적인 사례들로 서두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피해를 언
급한 바 그에 따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심신이 미약한 장애인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악용
2) 장애인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구 판매처의 악용
3) 윤리경영이 근간이 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상에 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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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및 접근사례
예1) 장애인 야외나들이 입장 시 - 장애인등록카드를 대신소지하고 보여줄 때
예2) 행정업무지원 시- 이용자/입소자의 다양한 개인정보 컴퓨터에 입력하기
예3) 인테이크지 컴퓨터 입력작업 시 - 이용자/입소자의 일반정보, 가족 정보,
교육 및 훈련정보, 부동산정보, 소득정보, 고용정보, 신용정보, 법적정보,
의료정보 등의 정보
예4) 체험행사 시 사진노출- 사진에 이용자/입소자의 미아방지명찰이 공개(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진 등)된 함께 찍은 사진을 나의 블로그,개인홈페이지,
SNS등에 올릴 때
예5) 업무 시 엑셀이나 한글로 작성된 이용자 명부(성명, 나이, 전화번호, 주소,
장애명 등 기제) 외장하드나 웹(이메일 등)으로 유출하거나 출력한 용지
파기 하지 않고 폐지로 묶어 버릴 때
예6) 중증재가장애인 가정 방문 시 습득한 현관 비밀번호 외부 유출
예7) 중증재가장인, 독거노인 행정지원 시 주민증, 복지카드, 통장 사본 등 사용
이후 유출

3. 사회복지시설의 개인정보 처리19)
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1) 등록 및 이용 단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및 이용 범위,
이용 기간, 정보주체의 권리 등이 포함된 내용을 고지한 후 동의가 필요하다.20)

19) 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2013).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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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 등록단계에서 정보주체 동의를 받아 수집
▪ 최소한의

정보 이외 선택정보 수집 시

▪ 즉각적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대기자 명단 등록 시

사회복지시설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예시
∙ 개별 상담프로그램 : 심리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 및 일상생활의 다양한 문
제에 대한 상담 실시 및 상담카드 작성
∙ 독거노인 방문 서비스 : 홀로 거주하는 노인들의 생활실태 및 복지수요 조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을 수행하고 기록
∙ 노인 일자리 사업 :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신청서를 받고, 경력 및 서
류 확인 후 일자리 안내

20)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
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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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용자 등록단계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가능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 시

▪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 시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사례
∙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수급권자･
수급자･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5조)
∙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의사 소견서, 장기요양급여 신청 시 건강진단서 등의
요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13조)

FAQ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동의서를 작성할 경우 도장, 서명 중 서명을 원칙
으로 한다고 하는데 도장을 받은 경우에는 유효한가요?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7조1항에서는 서면에 동의를 받는 방
법은 서명 또는 날인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도장을 받은 경우에
도 유효
FAQ 2. 이용자 인적사항을 사무실 현황판에 사용을 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인적사항의 게재가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동의 필요
FAQ 3. 다른 사람을 함부로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침해 아닌가요?
⇒ 사적, 개인적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
⇒ 다만, 다른 사람의 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인터넷 등에 올리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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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공 및 위탁
개인정보 보유는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한 때를 기준으로 종료(파기)하는 것으
로 보아야 하며, 별도의 근거가 있을 때에는 보유기간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보유
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경우 문서로 시행하여 위탁 사실을 인터
넷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FAQ 4. 협회 또는 유관기관에서 공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주민등록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인가요?
⇒ 단순히 공문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협회 또는 유관기
관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회나 직능단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수집할 법적 근거
가 없습니다. 이에 법에서 정하는 기초수급권, 장기요양, 장애등록
등에 한해서만 복지기관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제된 개인정보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ʻ협회나 유관기관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에 한
해서 개인정보주체의 동의하에 보낼 수 있다ʼ
FAQ 5. 같은 기관의 다른 부서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 별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 동일 업무를 목적으로 정보 공유하는 경우, 별도 동의 없이 정보
이용 가능
FAQ 6. 일자리 제공사업을 위한 산재보험 단체가입 시,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일자리 제공을 위해 산재가입 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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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소자 개인정보 처리 종료 단계
수집 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를 기존 파일에서 분리 보관21)해야
한다.

나. 입소자의 개인정보 처리
1) 등록 및 이용 단계
입소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및 이용 범위,
이용 기간, 정보주체의 권리 등이 포함된 내용을 고지한 후 동의가 필요하다. 입
소자에 대한 상담카드를 관리하는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
도록 보안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① 이용자 등록단계에서 정보주체 동의를 받아 수집
▪ 최소한의
▪ 즉시

정보 이외 선택정보 수집 시

입소가 어려워 대기자 명단 등록 시

② 입소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계약 체결
▪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입소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 의무자

가 계약당사자 가능

21) 분리보관의 방법은 물리적 분리와 논리적 분리로 크게 볼 수 있다.
- 물리적 분리보관: 통신망, 장비 등을 물리적으로 이원화하여, 분리보관한 개인장보
에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와 접속이 불가능한 컴퓨터로 분리하는 방식
- 논리적 분리보관: 물리적으로 하나의 통신망, 장비 등을 사용하지만 가상화, 접근
통제 등의 방법으로 분리보관한 개인정보에 접근을 일부 허용하는 방식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교육자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http:www.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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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소자 등록단계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 입소계약
▪ 법령에

체결 및 이행을 위한 최소한 개인정보 수집 시

따른 개인정보 수집 시

④ 치매노인 상담 및 지원 시 치매환자 등록카드 별도 작성
▪ 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음

⑤ 사회복지시설에 협약 의료기관 및 촉탁의사를 두는 경우
▪ 입소자

진료기록부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의료기관에 보관 가능

⑥ 사회복지사 승인 하에 입소자 본인 및 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열람 가능
▪ 장기요양급여제공일지,

배설관찰일지, 건강관리기록지, 투약관리기록지, 목

욕급여제공기록지, 체위변경 및 욕창관찰기록지 등
⑦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
FAQ 7. 거주시설 생활실 앞에 거주인을 사진으로 소개하기 위해서는 정보주
체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거주시설 생활실 앞에 사진을 게재하기 위해서는 사진 게재에 대
한 본인의 동의 필요
FAQ 8. 사회복지시설 내 입소자의 외출 시 착용하는 실종방지인식표에 보호
자의 연락처와 주소의 기재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 한가요?
⇒ 실종방지 보호서비스가 필요한 입소자의 착용 의상에 보호자의 연
락처, 주소 등을 붙이는 사항은 사회복지기관, 환자, 보호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보호자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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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9. 사회복지시설 내 입소자의 개인정보 등록 및 수정을 사회복무요원에
게 지시할 수 있나요?
⇒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관련자만 절차와 승인을 거쳐 접근할 수 있
음으로 관련자 외 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은 접근할 수 없음
2) 제공 및 위탁
개인정보 보유는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한 때를 기준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보
아야 하며, 별도의 근거가 있을 때에는 보유기간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보유해야
한다.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경우 문서로 시행
▪ 위탁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② 입소자가 사회복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의 개인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고자 하는 기관에 제공

3) 입소자 개인정보 처리 종료 단계
▪ 수집

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 파기하는 것이 원칙

▪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 기존 파일에서 분리 보관

▪ 입소자

사망 시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행정기관에 사망 1개월 이

내에 제반 관련 서식에 의거, 사망사실 보고 및 퇴소 처리

다. 후원자, 자원봉사자, 방문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1) 후원자
사회복지시설은 후원금(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및 기타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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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영수증의 교부, 사용내역의 통보 및 보고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한다. 후원자의 인적사항 및 후원활동, 후원금(품)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시 후원자별 동의가 필요하다.
FAQ 10. 사회복지시설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후원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나요?
⇒ 기부금 영수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후원자 정보주체 별도 동의 없이도 처리가 가능
FAQ 11.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자와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홍보물
이나 감사편지를 임의로 발송해도 되나요?
⇒ 후원자와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는 기부금영수증과 자원봉사자
등록 및 활동시간 기록을 위해서가 주 목적입니다. 그 외는 목적
외 사용이기 때문에 모두 동의를 받고 처리해야 합니다.
2)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시스템 (VMS)
을 활용할 때에는 자원봉사자(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등록하도록
한다.
FAQ 12. 자원봉사자(단체)의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에 대해 증빙서류를 요청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VMS(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증빙서류 발급
⇒ VMS를 활용하지 않는 기관에서는 최소한의 보존을 위해 백업
과 별도 보관을 통해 증빙서류를 발급
⇒ 사회복지시설에서 법령에서 정한 보관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자
원봉사 증빙서류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 별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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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문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게 방문하는 방문자는 방문기록 카드 작성을 위하여 수
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동의 필요
FAQ 13. 사회복지시설 출입시 방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가요?
⇒ 사회복지시설에서 출입 보안 목적으로 방문자 주민번호를 수집
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목적을 벗어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주민번호는 수집하지 않아야 함.

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FAQ 14.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교육장, 복도 등에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장 등에서 도난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 정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시설은 이용자에게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열람하게 할 수 있나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이용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함. 다만, 열람을 요구한 정보주체 이외의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를 해야하며, 마스킹 처리를 위한 실시 등은 열람을 요구한
정보주체에게 청구 가능
FAQ 15. 시설안전,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의 목적으로 설치하여 수집한 영상
정보를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지요?
⇒ 시설안전 및 화재와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CCTV에 녹화된
영상정보는 해당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근태관
리, 부정행위 감시 목적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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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시 대처방법
1)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5일 이내) 유출항목, 유출시점 및 경위, 유출에 따른

피해최소화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피해신고부서 및 연락처 등
고지
▪ 1만명

이상 개인정보유출시 행정안전부나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인

터넷진흥원(KISA)에 신고
2)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통한 침해 구제절차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전화 118)에 침해사례 접수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 사실조사

사실조사(서면, 방문조사 등)

결과 통보 및 위법사실 발견시 조치(수사의뢰, 과태료 등)

▪ 손해배상,

침해 행위 중지, 재발 방지 등에 대한 분쟁조정신청(privacy.

go,kr)
▪ 분쟁조정위원회
▪ 조정안

제시(당사자들이 조정안 수용시 재판상 화해 효력)

▪ 분쟁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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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사회복지 이해

사회복지의 개념과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추구
하는 데 사회복지가 기여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그 가치에 상응하는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 교과목은
사회복지의 기본 개념, 목적과 필요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에 요구되는 가치와 윤리를 다룬다. 본 교과를 통하여, 사회
복지와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무요원이 수행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가치를 인식한다.

1. 사회복지마인드를 높이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갖춰야할 긍지와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
2. 사회보장의 윤리와 가치를 기반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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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회적 요구와 사회문제1)
1. 생애주기와 사회복지
가. 생애주기와 발달과제
생애주기(life cycle)란 인간이 살아 있는 한평생의 시간 동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단계별 과정을 말한다. 인간의 생애주기는 특정한 삶의 기간에 따
라 신체･심리･사회적 발달의 독특성을 보인다.
학자마다 달리 구분하고 있지만, 생애주기를 8단계(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아
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볼 수 있다. 인간은 각 시기별로 요구
되는 발단 단계를 수행하며 발달해 나가는데, 이러한 과제는 인간의 욕구 및 사
회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개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결합하고 상호작용 하느냐에 따라 발달경로
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생애주기 관점은 인간을 이해하도록 도우며, 각 시기

1) 권혁창 외(2017), 사회복지개론, p.27~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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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서비스를 통해 발달위기를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
도록 돕는다.
1) 인간의 수명
ʻʻ인간은 몇 살까지 살 수 있는가?ʼʼ 인간이 유전학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최대의
한계, 즉 타고난 수명을 천수라고 한다. 커틀러(Cutler)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잠재적 최대 천수를 약 110~120세로 제시하였다(정환영, 1999에서 재인용).
기네스북 공식기록 사상 최장수인 목록에 들어간 잔 칼망(국적 : 프랑스)의 경우
1997년 8월 4일 12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위키백과, 2019년 4월 17일자).
인간이 모두 천수를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물질적 풍요
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에서 수명 연장은 분명 축복이다. 그
러나 평균기대수명의 연장은 고령화 및 저출산 등 사회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김
은정 외, 2010).

고령운전 사고 증가 사회문제 부상
∙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4년 71명, 2015년 79명, 2016년 68명, 2017년 83명, 2018년 75
명 등 총 376명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가 1509명 가운데 2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망사고 4건 가운데 1건은 고령 운전자 가해 교통사고인 셈이다. <전북중
앙. 2019.08.07.>

자살률 1,2위 다투는데
∙ 국내 자살률은 OECD국가 중 1, 2위를 다툴 정도로 높은데 비해 항우울제
처방률은 꼴찌에서 두 번째 성적에 그치는 것이다.
<쿠키뉴스.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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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있으면서도 사회의 한 단면에서는 자살률이 증가하
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안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한 개인만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임을 보여 준다(권혁창 외,
2017).
2) 인간의 발달
인간의 생애발달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와서 이루어졌다. 인간의 수명
이 50세 정도였을 때는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약 20세까지의 성장 과정만 밝혀
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며, 발달이 청소년기에 멈출 것이라고 보았다. 20세기
초반에는 프로이트(Freud)의 심리성적 발달이론부터 1950년대 피아제(Piaget)
의 인지발달이론, 1963년 콜버그(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 등은 생애 초
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50년대 이후부터 인간의 수명이 현저히 늘어나면
서 인간발달에 대한 이론은 사람의 일생을 유아에서 노인까지 단계별로 개관하
여 그 특징을 밝히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즉, 인간의 발달과 변화는 청소년기 이전에 국한되지 않고 성인기, 나아가 노
년에 이르기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이론이 에릭슨
(Erickson)의 심리 사회적 발달이론이다(권혁창 외, 2017에서 재인용).

나. 생애주기적 접근과 사회복지
인간은 생애주기를 거쳐 가면서 연령별 또는 시기별로 다양한 위험과 문제를
경험한다. 예를 들어 빈곤, 질병, 장애, 정신건강 문제 등은 생애주기와 관련 없
이 모든 발달단계에서 위험이나 문제로 나타나며, 애착형성 및 보육, 교육의 문
제 등은 특정 발달단계와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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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ʻ야생의 아이ʼ 지니 발견
∙ 1970년 11월4일, 미국 캘리포니아 템플 시티의 생활보호소에 한 시각장애
인 여성이 조그마한 여자 아이와 함께 들어섰다. 언뜻 6~7살로 보이는 아
이는 두 발로 선 네 발 짐승 같은 손 모양을 하고, 끊임없이 킁킁거리고,
침을 뱉고, 할퀴어댔다. ʻ지니ʼ라는 가명의 이 아이는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생후 20개월쯤 ʻʻ약간의 정신지체 증상을
보일 수 있다ʼʼ는 진단에 아버지는 아이를 침실에 가둬 길렀다.
∙ 아이의 발견은 18세기 프랑스의 숲에서 발견됐던 ʻ야생의 아이ʼ 빅토르와도
비견되면서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인간의 언어발달이 이뤄지는 ʻ결
정적 시기(critical period)ʼ 가설과 아동발달에 관해 중요한 연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만약 지니가 말을 완벽하게 구사하고,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는 연구팀을 꾸리고 비용을 지원했다. 수개월간의
언어치료 끝에 아이는 한 단어로 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고 혼자서 옷을
입을 수 있게 됐다. ʻʻ아이는 문제없이 성장하게 될 것ʼʼ이라고 연구진은 낙
관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학문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ʻʻ사과소스가 가게를 산다ʼʼ 식으로 단어를 나열하고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
정도만 구사할 수 있었다. 그래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성이 발전해나
가던 지니는 이후 양부모들 집을 전전하고, 몇 곳에서는 또다시 학대를 받
으면서 결국 다시 입을 다물었다.
<경향신문.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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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생애주기별 위험 및 문제와 사회복지

발달단계

위험 및 문제
임산부의 신체 및 정신건강문제(유전적
태아기 질병, 흡연, 알코올 등의 약물섭취, 바이
러스 감염, 우울 및 불안 등), 낙태
불안정한 애착
영유아기
불충분한 보육
학교 부적응
가족체계 변화(이혼,
아동기
학습장애
재혼, 다문화 등)로
교육기회 불평등 인한 입양, 양육문제
학교 부적응
청소년기
비행 및 범죄
군 부적응(남성), 취업기회 부족, 실업,
청년기 산업재해, 결혼 후 부부갈등 및 자녀양육
의 어려움, 범죄
가족갈등(부부 및 부모 자녀 등), 실업,
중년기
산업재해, 신체건강 약화, 범죄
은퇴, 노인성 질환 및 치매, 배우자 및 중
노년기 요한 타인의 죽음, 사회적 지지망 축소
및 정서적 고독, 범죄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여성복지
아동복지
아동복지, 학교사회복지
청소년복지, 학교사회복지, 교정복지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군사회
복지, 산업복지, 여성복지, 교정복지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업
복지, 여성복지, 교정복지
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복
지, 여성복지, 교정복지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건강보
생애주기 빈곤, 질병, 장애, 학대 및 폭력, 정신건
험, 가족복지, 장애인복지, 정신보건
전체
강 문제, 주거 불안정, 다문화, 차별 등
및 의료복지, 다문화복지
출처 : 권혁창 외, 2017.

<표 1>의 내용처럼 사회복지는 전 생애주기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위험 및
문제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위험을 최소
화하거나 문제를 해결한다.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등은 발단 단계에서
사회적 위험 또는 문제가 더 취약하게 작용할 수 있는 대상층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변용찬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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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욕구와 사회복지
가. 욕구의 중요성
우리는 하루 동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일 또는 공부
를 하고, 잠을 자는 등 여러 활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활동이지만, 이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해 가며 만족감과 행복을 느낀다. 그
러나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슬픔, 분노, 좌절, 불행감 등을 느낀다
(우수명, 2010).

ʻʻ내 행복은 56점ʼʼ 어깨 처진 대한민국
∙ 동아일보가 딜로이트컨설팅과 함께 지난해 12월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도
(동아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55.95점이었다.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았다. 경제적 만족도나 심리적 안정감이 떨어
진 결과로 풀이된다.
∙ 20대 이상 104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층 설문을 한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는 ʻ심리적 안정감ʼ이다. 2017년에는 행복지수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으로 △경제적 만족도 △가족생활 △건강 순으로 꼽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족생활 △경제적 만족도에 이어 △심리적 안정감이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 이번 조사에서도 행복을 높이는 방안은 가까운 곳에 있었다. 우선 스마트폰
을 보는 시간부터 줄여야 한다. 밝게 자주 웃는 것도 중요하다. 하루 6번
이상 웃으면 행복지수가 65.86점에 이른다. 행복을 자신에게서 찾는 것도
중요하다. 소소한 취미를 갖는 건 행복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다. 일하는 시
간 외의 여가시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행복지수는 61.74
점이나 되지만 취미가 없는 사람의 행복지수는 49.01점으로 뚝 떨어진다.
<동아일보.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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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품은 노동을 통해 생산되고, 인간은 노동의 결과
물(돈)을 가지고 생존에 필요한 식량, 의복 등의 물질을 소비함으로써 욕구를 충
족해나간다. 근대사회 이후 산업이 발달하면서 생산수단이 더욱 정교화 되고 자
본의 축적은 이전보다 가속화되었다(김옥경, 2014).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욕구가 결핍되거나 만족스럽지
않다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그 욕구에 상응하는 행동(예:
배고픔을 느낄 때 배를 채울 만한 음식을 찾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면, 인간은 좌절감을 경험하거나 신체적 또
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적절히 욕구를 해결할 만한 수단
이 존재하지 않거나 욕구를 채워줄 누군가의 도움도 얻을 수 없다면 왜곡된 방식
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은 자살[사례1]을 하거나 범죄[사례2]를 저지를 수 있다. 이러
한 현상은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을 넘어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욕구를 적절히 해결하도록 돕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
도록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회 안정과 통합을 이룰 수 있다(권혁창 외, 2017).
[사례1]
ʻ○○지역 일가족 사망ʼ 아빠 옷에서 나온 메모, ʻʻ집에 가족들 죽어있다ʼʼ
∙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4명 중 두 아이와 어머니
의 사망원인이 질식사로 조사됐다. 또 가장인 A씨의 옷에서는 ʻʻ가족들이
집에 숨져있으니 시신을 수습해 달라ʼʼ는 내용의 메모도 발견됐다.
<국민일보. 2019.09.06.>

[사례2]
성매매 청소년 절반이 ʻ16세 때 채팅 앱ʼ 통해 시작
∙ 성매매 청소년 10명 중 6명은 중학생 때 처음 ʻ조건 만남ʼ 등을 통해 성매
매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ʻ조건 만남ʼ을 하게 된 이유는 ʻ가출 후 생계
<문화일보. 2019.09.04.>
비 마련(44.8%)ʼ이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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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구조적인 대응 방안 중
하나다. 사회복지를 통한 욕구 충족은 문제해결과 예방으로 연결되며, 이는 인간
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회복이라는 목표 달성
과도 연결된다(우수명, 2010).

나. 욕구에 대한 이해
1) 욕구란 무엇인가
욕구는 인간에게 매우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성향이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힘으로 작동한다. 인간은 생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또는 자원 등이 부
족해지면 결핍된 부분을 채워 안정 상태에 도달하려고 한다.
2) 욕구와 원함의 차이
욕구는 일상생활에서 원함(wants)의 유사용어와 상호 교환되어 사용되고 있
다. 여기에서 개념 간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욕구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첫째, 원함은 인간이 갖기를 소망하는 것인 반면에, 욕구는 인간이 꼭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무언가로부터의 박탈 또는 결핍이나 문제로 표현되기도
한다. 무언가를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느낀다는 점에서 두 개념이 유사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바람직한가(desirability)의 측
면에서 볼 때 원함은 반드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모든 욕구는 원함과
연관되어 있지만, 모든 원함이 욕구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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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 배고픈 아이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초콜릿을 먹고자한다. 이는
원함이다. 그러나 엄마는 배고픔에 대해 아이와 동일하게 인식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수단에 있어 아이와 다르다. 초콜릿이 아이의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초콜릿을 주기보다는 영양소가 들어있는 김밥을 주고자 한다.
∙ 원함 : 배고픈 아이가 초콜릿을 먹고자 함.
∙ 욕구 :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서 초콜릿을 먹으면 건강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 있는 김밥을 제공함.

[사례3]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욕구가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를
충족하는 수단에도 ʻ바람직성ʼ이라는 가치판단이 작용한다.
둘째, 원함은 개인에게 필요한 물품을 시장 내 자유경쟁을 통해 선택하고, 이
물품을 구매할 능력(예: 돈)을 가지고 소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자
유경쟁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없는 일부 사람들(예: 노인, 장
애인, 임시노동자 등)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 또
한 그 누군가가 그 물품을 구매할 능력(예: 돈)이 없다면 그가 갖기 바라는 원함
이 좌절되면서 박탈감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욕구는 자유경쟁이라는 시장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지 않으며, 사회에서 정한 기준(예: 최저생계비)에 따
라 사회적 대응(예: 사회복지서비스)에 의해 충족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 따라
서 사회복지는 원함이 아닌 욕구를 다룬다(권혁창 외, 2017).
3) 욕구의 유형
욕구의 유형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사회복지학에서 주로 다
루고 있는 매슬로(Maslow)의 욕구위계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매슬로(Ma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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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간의 욕구를 자연적이고 본능적이며,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것
으로 가정한다. 욕구 위계론에 따르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
표 2

구분

매슬로(Maslow)의 욕구위계론2)
욕구 내용

욕구에 대한 예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자기의 가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 고뇌하는 음악
자아실현 능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
가, 좋은 글을 쓰고자 밤낮없이 고뇌하
는 소설가 등

존중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 또는 자기 자신 존중의 욕구에 의해 무언가를 성취하기
으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고자 하는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그 노력 또는 성
취의 결과로 자신감을 획득하거나 다른
욕구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고자함.

소속과
애정

친밀한 교제를 통해 자신이 소속한 집 의미 있는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신체적
단의 구성원으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하 및 정신적 친밀감을 경험하고자 함.
는 욕구

안전

생리

신체적인 위험이나 불안을 피하고
안전을 추구하려는 욕구

생명의 위험, 사고, 질병, 경제적 불안,
전쟁, 자연재해, 범죄, 공포를 일으키는
사건 및 사고로부터 벗어나 안전감을
누리고자 함.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

음식, 물, 공기, 성욕, 수면 등

출처 : 권혁창 외, 2017을 재구성함.

2) 매슬로(1962)는 자기실현에 관한 후기 연구에서 종래의 욕구위계론의 한계를 발견하
고 자기실현의 욕구가 인간의 최상의 욕구가 아니라, 이를 뛰어넘어 인지적 및 심미
적 욕구, 자기초월 욕구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고명규, 200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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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슬로(Maslow)의 욕구위계론은 인간이 지닌 욕구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낮은 단계의 욕구는 실체적
이지만 상위의 욕구들은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적
개입을 위한 합의를 도출해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김영종, 2013).

3.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가. 사회문제의 정의
사회문제를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학자들의 견해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
이다. 사회문제를 세 가지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문제는 사회에 해를 주는 것이다.
둘째, 영향력 있는 집단이 문제라고 규정해야 사회문제가 된다. 사회적으로 중
요한 대중이나 상당히 많은 사람도 영향력 있는 집단을 지칭하는 말이다.
셋째, 사회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집단행동을 통해 해결 가능한 조건이나 정
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이 이를 말한다. 요약하면, 사회문제는 사회에 해로운
조건을, 영향력 있는 집단이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집단행동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원석조, 2018).

나. 사회문제의 두 가지 시각
사회문제의 시각(angles of vision) 또는 접근방법(approaches)에는 두 가지
가 있다.
하나는 개인적(individual) 시각으로서 사회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특성에서 찾
는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마약을 복용하는 원인을 그의 실업으로 인한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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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에서 찾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시각은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몸에
해로운 마약을 복용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는다. 개인적 시각의 이런 약
점을 보완해주는 것이 구조적(structural) 시각이다.
구조적 시각은 사회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에서 찾는다. 예를 들어 마약 중독
자 수가 풍요한 사회일수록 많다는데 착안하여 풍요한 사회의 구조가 많은 사람
으로 하여금 마약을 복용하게 만든다고 보는 것이다(원석조, 2018에서 재인용).
이와 유사한 것이 개인비난론(person-blame approach)과 체제비난론(systemblame approach)이다.
표 3

사회문제의 두 가지 시각

조건

내용
• 사회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특성에서 찾는 시각

개인비난론

• 사회적 다윈이즘(스펜서주의)이 대표적
• 예: 학생의 학업실패를 학생과 부모의 결함 때문이라고 생각함
• 사회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에서 찾음

체제비난론

• 개인의 무능력이나 과실과는 무관한 사회 체제의 결함으로 사회문제를 설명
• 예: 학생의 학업 실패 원인을 교육 환경의 실패에서 찾음

출처 : 원석조, 2018

개인비난론은 예를 들면 슬럼지역 소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업실패의 원인
을 공부에 대한 무관심, 가족의 영어 구사능력 부족,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 등
학생 개인과 부모의 결함에서 찾는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취하면 정부, 경제계, 계층구조, 사법제도, 교육제도 등이 비난의 대상에서 제외
되고, 문제해결방법도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개인의 변화에서 찾
는다. 사회적 진보를 유기체의 정화과정으로 또 사회적 약자의 도태과정으로 파
악한 사회적 다윈이즘(social Darwinism), 즉 스펜서주의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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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체제비난론은 학업 실패의 원인을 과밀학급, 비능률적인 교과과정, 학
교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 교사 자질 부족 등 교육환경에서 찾는다. 사회체제의
결함으로 사회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다. 사회문제의 유형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의 구조 및 기능이 복잡해지고 과거와는 다른 새로
운 가치관과 생활방식 등의 변화를 사회제도나 사회의 구조가 수용하지 못함으
로써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개인의 복지를 위
협하는 문제, 사회적 평등을 위협하는 문제, 사회제도를 위협하는 문제, 삶의 질
을 위협하는 문제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4

사회문제의 유형
유형

내용

개인의 복지를
위협하는 문제

범죄, 청소년비행, 성매매, 약물남용, 정신질환, 가정폭력, 성폭력

사회적 평등을
위협하는 문제

소득의 불평등, 빈곤, 성차별, 노인차별

사회제도를
위협하는 문제

가족문제, 교육문제, 노동문제, 보건의료문제

삶의 질을
위협하는 문제

인구문제, 도시문제, 환경문제

출처 : 원석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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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국의 사회문제3)
1) 개인의 복지를 위협하는 문제
▪ 청소년

비행

청소년비행은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을 위반한 청소년의 일탈 행위이다. 청소
년 비행의 전형적인 예로는 무단결석, 성관계, 가출, 난폭한 행동, 청소년 금지
지역 출입, 부모 불복종 등을 들 수 있다.
청소년 첫 범죄 후 재범 90%가 1년 이내 발생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ʻ재범자ʼ
중 90%가 1년 이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이들의
재범을 가속화 시키는 것으로 파악돼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2017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총 4163명이다.
<뉴시스. 2019.09.08.>
▪ 성매매

성매매는 역사기록과 함께 등장했을 정도로 오랜 된 직업이다. 고대사회의
경우 성매매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의외로 높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에서
성매매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낮다.
성매매는 법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가 있다. 법적으로서는 성적 서비스에 대
한 대가로 ʻ금전ʼ을 받았는가의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성매매의 사회적
정의는 이와는 조금 다르다. 성이 상품화되어 거래된다는 점 이외 사회적으로
인정된 배우자 이외의 상대와 성행위를 한다는 점과 아무런 정서적 교감이 없
는 무차별적으로 갖는 성행위라는 점이 강조된다. 성매매의 유형으로는 거리의
성매매, 집창촌 성매매, 호스티스, 콜걸, 독립적 성매매, 마사지 성매매, 에스
코트, 인터넷 성매매 등을 들 수 있다.

3) 원석조(2018), 사회문제론, p.109~325. 참조.

07. 사회복지 이해

2021 사회복지과정

단속 피해 더 은밀하게 영업, 성매매 업소 성행
경찰 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성매매 업소들이 오피스텔 등으로 위장해 영업을
계속해 논란이 되고 있다. MBC는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 ʻ밤의 전쟁ʼ이
적발되고도, 성매매 업소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사
이트인 ʻ밤의 전쟁ʼ의 운영자들을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 사이트에 등
록된 성매매 업소는 약 2637개로 확인됐다.

<아시아경제. 2019.09.05.>

▪ 정신질환

정신질환은 정신장애를 총칭하는 말이다. 정신장애는 생각, 기분, 행동 상의
기능장애나 기능이상을 말한다. 정신질환의 반대말은 정신건강이다. 정신질환도
질병의 하나일 뿐이지만 정신병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정신병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편견은 정신
질환환자의 치료와 개선 또는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 정신질환의
종류에는 불안장애, 조현병, 성격장애, 기분장애, 약물 관련 장애, 신체형 장애
등이 있다.

정신질환자는 알려진 만큼 위험하지 않다
정신질환을 가진 이들이 격리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사회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이죠. 전체 인구 대비로 스무 명 중 한 명 정도가 정신 질환
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이들이 눈에 잘 띠지 않는 것은
이미 우리 사회가 이들을 알게 모르게 격리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필
요한 것은 이미 격리되고 있는 이들을 더욱 격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사회 속으로 들어와,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오히려 이들과 우리 사회 전체에
더욱 도움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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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남용

약학적으로 약물이란 생물유기체의 혈관 속에 들어가 그 구조와 기능을 바꾸
는 물질로서 음식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런 정의에 따르면 비타민과 아스피
린까지 약물에 포함된다.
약물의 사회적 정의는 이와는 좀 다른데, 약물은 ①사용자의 신체적･심리
적･지적 기능에 영향을 주고, ②남용의 가능성이 있으며, ③개인과 사회에 나
쁜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이다. 약물의 종류에는 중추신경흥분제(필로폰, 카페
인, 코카인, 니코틴), 중추신경억제제(알코올, 아편계열, 흡입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환각제(사이키델릭제제, 마리화나)가 있다.

MLB 사무국･선수노조, 마약성 진통제 성분 약물검사 추진
미국프로야구(MLB) 사무국과 메이저리그 선수노조가 메이저리그 선수들을 대
상으로 마약 성분이 함유된 강력한 마취･진통제 복용 여부를 무작위로 검사하
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번 논의는 전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투수 타일러 스
캑스의 갑작스러운 사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MLB 사무국과 선수노조가 심각하
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연합뉴스. 2019.09.08.>

▪ 가정폭력

OECD(2013)는 가정폭력을 가족원 중의 한 명이 다른 가족원에게 가하는
폭력행위로 아주 간명하게 정의했다. 부부 사이의 폭력, 부모의 자녀 폭력, 자녀
사이의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성인 자녀의 노인 부모에 대한 폭력
등 가족원 간의 다양한 폭력을 포함한다. 이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것이 부부, 동거 남녀, 애인 등 친밀한 파트너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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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가정폭력 검거 인원 21만 5천명
최근 5년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사람이 21만5천 명에 달했고 피해자
는 18만 명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폭행이나 상해행위 등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를 살펴보면 18만923명 중 13
만5천663명(75%)이 여성이었으며 사건 발생 초기에 피해자가 노출을 꺼리는
등의 사정으로 성별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도 10.3%였다.
<광주매일신문. 2019.09.06>

▪ 성폭력

성폭력의 정의와 형태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문서는 2002년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폭력과 건강에 관한 월드보고서(the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이다. WHO는 이 보고서에 성폭력을 이렇게 정의했
다. 성폭력은 어떤 사람의 성적 행동으로서 원하지 않는 성적 코멘트 또는 접
근, 강제력을 사용해 피해자의 성적 관심에 반하는 관계를 맺는 것이다.
성폭력의 형태는 강간, 부부강간, 데이트 강간, 전쟁 중 강간, 성추행, 원하
지 않는 성적 접근 또는 성희롱, 장애인 성학대, 아동 성학대, 강제 결혼 또는
동거, 피임법을 사용할 권리 거부, 성병 예방 조치의 사용 권리 거부, 강제 낙
태, 여성 성기 절단, 처녀성 강제조사 등 여성 본래의 성에 반하는 폭력, 강제
성매매, 성적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 등이다.

우리에게는 ʻ성적 권리ʼ가 있다
WHO(세계보건기구)의 경우 성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성 건강 유지에 직결
되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여러 의료, 상담 가이드라인과 프로토콜에
반영해 왔다. 또한 세계적으로 여러 여성단체와 성소수자 단체들도 여성과 성소
수자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차별,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와 처벌 등을 해결해 나가고자 성적 권리를 구체화해 왔다. <참세상.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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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평등을 위협하는 문제
▪ 소득의

불평등

자본주의사회에서 소득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은 소득분배 때문이라는 사
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소득의 기능분배로서 일정한 기간 중에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정에
서 발생하는 이득이 각각 생산과정에서의 그 기능을 달리하는 생산요소들에게
대가로서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소득의 계층별 분배이다. 계층별 분배는 기능적 분배와 달리 어
떤 개인 또는 가계의 소득이 어떠한 요소소득으로 획득되었는가에 관계없이,
그것들을 모두 합친 개인단위 또는 가계단위의 소득의 크기와 그 분배 상태를
말한다. 10분위 분배율이 좋은 예이다.

1%가 아닌, 20%에게 불평등의 책임을 묻는다.
세계적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경제학 분야 선임 연구원인 리처드 기브
스가 쓴 ʻ20vs80의 사회ʼ 속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미국 내 여러 연구
들이 지난 30~40년 동안 소득 하위 80%에서만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상위
20%는 견고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최상류층의 총소득
이 1달러 증가할 때, 중상류층 총소득은 2달러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한국일보. 2019.08.30>

▪ 빈곤

빈곤은 그 자체로 중요한 사회문제이지만, 건강문제, 교육문제, 가족문제, 주
택문제와 노숙자문제, 빈곤의 세습, 전쟁과 사회갈등 등과 같은 다른 사회문제
를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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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방치 ʻ10대의 빈곤ʼ 사회안전망 절실하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10대들이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
실은 가슴 아픈 일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
가정 및 차상위 계층 아동은 5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10대는 3만
8000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이웃의 관심 대상에서 제
외되어 있는 상태다. ʻ빈곤한 10대ʼ를 돌봐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이
처럼 허술하다는 뜻이다.

<국제신문. 2019.09.03>.

▪ 성차별

성차별은 성에 따라 사람을 구별･배제･편애함으로써 고용이나 직업에서의
기회와 처우의 평등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성차별은 개인의 특질과 능력의 차
이를 남녀 성의 차이에서 찾는다.
UNDP(1995)는 개발도상국에서 남녀불평등이 발생하는 네 영역을 교육의
불평등, 보건의료의 불평등, 경제적 기회의 불평등, 정치적 기회의 불평등으로
지적했다.

ʻ남자는 경제력 여자는 외모ʼ 소개팅 어플서도 성차별
2030세대에서 온라인 소개팅 주선 서비스가 뜨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른바 ʻ
스펙형ʼ 소개팅 어플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인기다. 하지만 남녀가 가입조건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ʻ자격을 갖춘 남녀를 위한 소개팅ʼ이란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운 스펙형 어플 ʻ골드스푼ʼ은 가입조건이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하다. 여성은
ʻ외모ʼ가 자격 조건이다. 프로필 사진을 어플에 올려 3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용자들은 성 고정관념이 획일화 되는 것 같다며 씁쓸함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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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차별

농경사회에서 노인은 토지를 소유한 가장으로서 강력한 경제적･정치적 권력
을 행사했다. 하지만 산업혁명과 함께 노인의 지위는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새
로운 직업들은 장기간 훈련, 높은 난이도, 육체노동을 요구했는데 이는 노인보
다 청년에게 적합했다.
결국 부와 소득의 원천이 직업세계로 옮겨간 현대사회에서 노인은 직업이 없
는 실업자와 무소득자로 전락했다. 또한 고령화로 노인이 급증했지만 사회는
이에 대처할 준비가 부족했으며, 고령화도 노인의 지위를 하락시키는 데 일조
했다. 노인차별은 교육, 고용, 요양 부분에서 비교적 많이 발생한다.

디지털금융 시대…노인은 서럽다
경상북도 의성군에 사는 김모씨(76)는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시외버스를 타고
1시간 30분을 이동해야 한다. 의성군에는 시중은행이 KB국민은행 단 한 곳뿐
이다. 은행 직원들은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라고 권하지만 김씨
에게는 남의 나라 얘기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ʻ2018년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결과ʼ에서도 70대 이상 연령대의 은행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률
은 6.3%에 머물렀다.

<매일경제. 2019.07.30.>

3) 사회제도를 위협하는 문제
사회제도를 위협하는 문제로는 가족문제(가족해체, 이혼, 아동학대, 노인학
대), 교육문제(교육 기회의 불평등, 집단 따돌림), 노동문제(실업, 비정규직 근로
자), 보건의료문제(질병,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 에이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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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우리 사회문제 해결 첫 단추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 직장을 그만 둬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일터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있다. 1997년 IMF 경제위기와 2008년 금
융위기를 거치면서 비정규직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어느덧 전체 노동자 3
명 중 1명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내일신문. 2019.07.24.>

4) 삶의 질을 위협하는 문제
삶의 질을 위협하는 문제로는 인구문제(인구증가, 고령화, 고령화로 인한 가
족･노동시장･저축과 소비･연금･보건의료･장기요양서비스의 영향), 도시문제(도
시화, 도시빈민, 주택문제, 학교문제, 약물중독 및 에이즈, 범죄, 교통문제, 환경
훼손, 노숙자), 환경문제(자연환경오염, 폐기물 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
오염, 지구온난화 문제)가 있다.

ʻʻ온난화 이 정도일줄ʼʼ…스웨덴, 최고봉 공식 변경
지구 온난화 때문에 스웨덴 최고봉이 공식적으로 바뀌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이 현지시간 7일 보도했다. 스웨덴 북부의 이 산은 빙하로 덮인 남봉과 빙하가
없는 북봉으로 이뤄져 있으며, 1880년 처음 관측이 시작된 이래 남봉이 공식
높이 2천105ｍ로 스웨덴 최고봉의 자리를 지켜왔다. 이번 측량 작업을 지휘한
스톡홀름 대학 지리학과의 군힐드 니니스 로스크비스트 교수는 ʻʻ이 같은 남봉의
높이는 지금까지 측정된 것 중 가장 낮은 것ʼʼ이라며 ʻʻ지난 50년 동안 남봉의
높이가 24ｍ나 깎였다ʼ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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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1. 사회복지의 개념과 목적
가.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는 ʻ모든 국민이 최저한도 이상의 삶을 향유하고 개인, 집단, 지역사회
더 나아가 전체 사회의 차원에서 사회적 욕구충족과 생활상의 문제를 예방, 경
감, 해결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조직적인 노력, 즉 제반법률,
서비스와 급여, 프로그램 등을 총칭하는 체계ʼ로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해볼 때 사회복지는 ➀이윤 추구가 아닌 사회의
공공선을 달성하고자하는 목적을 지니며, ➁사회적으로 승인된 목적과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며, ➂공식 조직에 기초한 노력과 활동이며, ➃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➄인간의 생산적 욕
구보다는 소비적 욕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특성을 지닌다(Wilensky &
Lebeaux, 1965).
사회복지의 개념은 기능과 대상의 범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사회복
지가 원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법률, 서비스이지만 원
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빈곤계층(선별적 사회복지)으로 국한할 때와 일반계
층(보편적 사회복지)으로 확대할 때 그 뜻은 달라진다.
사회복지가 빈곤계층을 주 대상으로 삼을 때 사회복지는 선별성을 갖게 되고,
일반계층으로 확대할 때에는 보편성을 갖는다. 사회복지제도가 빈곤계층의 기본
적 욕구충족과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주안을 둔다면 이는 잔여적 복지라
고 하고, 일반계층의 다양한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 초점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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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복지의 목적
사회복지의 목적은 ʻʻ사회구성원이 빈곤이나 불행이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인
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형성ʼʼ하는 것이다. 또한 여러 학자들의 사회
복지의 목적을 종합하여 인간의 존엄성 확보, 개인의 자립과 성장･발달 촉진, 사
회의 통합과 안정이라는 세 가지 목적으로 구분하여 논의할 수 있다(권중돈 외,
2016).

2. 사회복지 대상자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대상자는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로 인식
되어 왔고, 이러한 경향을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
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수준의 제약을 받
고 있는 노인, 장애인, 아동이 사회복지의 주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고, 최근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급격하게 분출되면서 노숙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새로운 대상자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에 빠르게 합류되고 있다.
사회복지는 우리나라 정부의 공공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특성이 강하여, 그 서
비스의 대상자는 헌법과 사회복장기본법에 명시되고 있다. 헌법은 사회복지의
목적과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최상위 법률이며, 제10조에 ʻʻ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ʼʼ라고 명시하
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지 못하거나, 삶의 질 개선과 행복을 추구하는 국민은 누구나 사회복지의 대상
자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우리나라에서 국민에게 제공되는 사회보장서비스의 영역과
대상자, 제공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률을 기반으로 사회복지 관련된 여러
법률들이 입법되고, 각 대상자에 대해 제공되는 사회복지사업의 세부내용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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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는데,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벗어나, 행복하고 인
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회복지와 사회보장
을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국민의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의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헌법과 사회복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0조>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
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ㆍ자아실현에 필요한 제
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
으로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

3. 사회복지의 필요성
가.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근거
ʻʻ사회복지는 왜 필요하며, 또한 왜 확대되어야 하는가?ʼʼ 그리고 ʻʻ사회복지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ʼʼ 등과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김상균, 2011).
첫째, 기능주의(functionalism) 사고방식에 의한 설명이다. 기능주의는 하나
의 사회나 국가가 존립하거나 유지, 발전하려면 공통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몇 개
의 필수 기능이 있음을 전제한다. 특히, 사회복지의 경우 상부상조와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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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예측불허의 천재지변이나 대량 실업사태와 같은 사
회적 위기상황을 예방하거나 극복하는 데에 사회복지제도는 필수품과 같은 것이
라는 논리이다.
둘째, 공리주의(utilitarianism)에 입각한 설명이다. 인간이 집단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회복지제도가 만약 없다면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잃게 되는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만큼 사회복지제도는 충분한 효용가치를 창출할 뿐
만 아니라 ʻ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ʼ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건강이나 주택
문제를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방식보다 집단적으로 해결하
는 방식이 경비나 효과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셋째, 인권(human rights)에 입각한 설명이다. 위의 두 가지 접근방법은 인간
의 개인주의 생활방식과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거의 보편적이라 할 만큼
통용 정도가 높다. 그러나 약자 배려를 중시하는 사회복지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
해서는 개인주의나 자본주의 사고방식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가 심심
찮게 발생한다. 그 결과 친사회복지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제3의 논리
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인권이란 단어가 바로 이러한 논리를 개발하는 출발이 된다. 특히, 시민권 이
론(citizenship theory)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강력한 발판이 되고 있다. 이
러한 이론이 있었기에 인류사회에서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온 관습법적 성격의
상부상조를 실증법적 수준으로 높임으로써 사회복지제도의 영역을 굳건하게 확
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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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복지의 필요성
1) 양극화 문제의 해소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체제 하에 관철되고 있는 자유무역과 자유경쟁의 결과는
ʻ20대 80의 사회ʼ 혹은 ʻ승자가 독식하는 사회(winner-take-all society)ʼ를 만
들어내고 있다. 이에 대한 인위적 조정기제가 발동되지 않는다면 소수에 대한
부의 집중과 다수의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에 따른 양극화 현상을 막을 길이 없
어진다. 이러한 양극화의 정도가 더욱 가속화될수록 사회복지의 적극적 실천은
필수 불가결한 방책이 될 수밖에 없다.
2) 경제성장에 기여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 동력은 고갈되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의미의 경제성
장 지상주의가 노동력의 재생산 구도를 오히려 악순환의 고리로 내몰았던 것이
다. 건강한 가족 구도를 깨고, 아동과 청소년이 사회의 건전한 자원으로 육성되
지 못하고, 여성들은 가사부담에 짓눌리고,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력 보전 및 회복기능을 상실케 하여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함과 동시에
성장의 동력을 스스로 방기해 버리는 측면이 강하다. 사회복지는 다음과 같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불안을 해소시킴으로써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여
투자를 촉진시킨다.
둘째,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높여 내수를 진작시킨다.
셋째, 건강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재생산함으로써 고도산업사회의 인적자본 형
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여 성장 동력의 밑거름이 되는 효과
를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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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임금인상의 요인이 되는 주거･사회복지서비스･환경･보건･교육 등에 대
한 과도한 개인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산비용을 절감시켜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
여한다.
다섯째, 출산율을 증대시켜 노동력을 강화시킨다.
여섯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3) 복지권의 확립
서구의 선진국들은 20세기 초부터 사회복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지하고
국가적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의 기틀을 확
립하였다. 이들 선진국들은 복지국가 확립의 과정을 통해 모든 사회구성원의 최
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고 실질적 평등이라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 사상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사회복지
를 실현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하는 복지
권 중심의 국가 사회복지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기본권 사상의 대두와 함께 시민법 체계는 크게 수정되었으며
그 결과가 바로 사회복지법과 같은 사회법의 등장이었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문
제 중에서도 사회경제적 약자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서 생성되었다. 따라
서 사회복지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전달된다고
할 때, 사회복지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실현에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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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회복지 구성과 전달체계
1. 사회복지의 구성
사회복지는 ʻ환경 속의 인간ʼ을 받들고 섬기는 사회제도이면서, 인간의 모든 생
활영역에 개입하는 인간봉사전문직중의 하나이다(Mehr & Kanwische, 2004).
사회복지제도가 모든 국민의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을 통한 자립과 성장, 사회문
제의 해결과 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촉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정
치, 보건의료, 고용, 주택, 교육 등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
사회복지의 개념의 정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현행규정, 인간욕구에 대한 사
회적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표 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표 5

사회복지의 영역과 분야의 분류

민간
사회복지



• 상호부조･자선/박애 활동･시민운동과 사회행동

사회
보장
공공
사회복지

• 사회보험(연금보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
•



사회
(복지)
서비스

•
•
•
•

산업재해보상보험)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보훈복지, 사회수당)
영유아 보육
• 아동복지
•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 장애인복지
• 교정복지
학교사회복지
• 산업복지
• 노인복지
정신보건복지
• 의료복지
• 가족복지
다문화복지
• 기타



관련
영역







• 교육, 보건의료, 건설
• 주택, 경제, 고용, 교통, 환경, 경제 등

출처 : 권중돈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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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와 클라이언트 간을 연결시키
기 위한 조직적 장치라 할 수 있다(박용순, 2017에서 재인용). 즉, 사회복지 전
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간을 연결하기 위해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
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기 위해 만든 조직적･체계적 장치이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는 구조기능적으로는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운
영주체별로는 민간체계와 공공체계로 구분된다(권중돈 외, 2016)

3.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유형
현행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크게 구분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
는 ʻ공적 전달체계ʼ와 개인･가족･기업 등 영리 또는 비영리 조직이 담당하는 ʻ사
적(민간) 전달체계ʼ,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공･사체나 공공의 민간위탁 형태의 공
적･사적 전달체계의 ʻ혼합 전달체계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
지행정은 공공부문의 행정을 의미하며, 민간부문에서는 미시적인 의미의 기관운
영이나 서비스 전달과 관련된 체계의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이들 여러 부문의 조직들 즉, 공적 전달체계와 사적 전달체계, 그리고
혼합 전달체계 간에는 행정적인 연결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비용절감과 효과적인 통제, 각종 서비스의 효과적인 연계가 가능할 수 있다. 또
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직에서 관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수혜
자의 편에서 보면 시간과 절차상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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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적 전달체계
1) 중앙정부
중앙정부 중심의 공적 전달체계가 갖는 장점은 첫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
는 가치재의 전달에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의료･교육･주택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기술적 측면에서 전국 단위의 전달이 바람직한 정책의 시행에 유리
하다. 예를 들면, 사회보험을 들 수 있다. 셋째, 평등(소득재분배)과 사회적 적절
성 달성에 유리하다. 넷째, 정책의 계획과 조정, 통합 기능에서 효과적이다. 다
섯째, 확실한 재정 확보로 정책의 안정적 공급에 유리하다.
반면 중앙정부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수급자 효용의 극대화에 있어
서 제한적이다. 둘째, 독점체제로 인한 재화나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관료주의로 인해 환경변화와 수급자에 대한 반응성이 낮다. 넷째,
수급자의 정책에 대한 접근용이성이 낮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유형은 첫째, 조세(국세)를 사용
하여 중앙정부 조직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을 집행하는 유형으로서 고용보험급여
의 노동부/지방노동청/고용지원센터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국가가 공법인을
설립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집행하는 유형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연금급여), 근로
복지공단(산재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급여) 등을 들 수 있다.
2) 지방정부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는 공적 전달체계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
체 복지사업들을 들 수 있다. 미국 주정부의 경우는 교육, 산재보험, 실업보험
집행을 들 수 있고, 영국의 경우 지방정부의 교육, 개별적 사회복지서비스 집행
을 들 수 있다.
지방정부 전달체계가 갖는 장점은 첫째,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고
둘째, 지방정부간의 경쟁을 통한 재화나 서비스의 질 향상 셋째, 중앙정부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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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창의적이고 융통성 있는 정책 개발 넷째, 수급자의 정책참여 가능성이 큰 점
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지방정부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지역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으며 둘째, 규모의 경제 효과가 적어 중앙정부에 비해
불리하며 셋째, 프로그램의 통합성과 안정성, 지속성 면에서 중앙정부에 비해
불리한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가 재정적 규제를 통해 지방정부 조직을 활용하는 것으로 ①범주
적 보조금(조건적 지원) : 재원의 세부 사용항목을 지정하여 매칭(matching) 또
는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사업을 들 수 있고 ②총액보조금(block
grant) : 프로그램 기능별 지원 ③일정 예산을 지방정부에 할당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중앙정부가 프로그램 규제, 절차적 규제를 통해 지방정부를 활용하는 것
으로 대상자격, 급여수준, 세부적 전달과정 등에 관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부
재한 유형으로서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국고 보조사업, 중앙정부
의 프로그램 규제, 그리고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운영과 관련된 분권교부
세(한시적 총액보조금 형태) 지급 등을 들 수 있다.

나. 사적(민간) 전달체계
재원과 운영을 모두 민간이 담당하는 전달체계로서 민간복지법인이나 시설, 기
업복지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현대 복지국가에서 정부의 재정지원 없는 순수
한 형태의 민간부문은 매우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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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순수 민간 전달체계의 장점은 창의성, 융통성, 효율성, 선택의 자유, 접
근성 등에서 높다는 것이고, 반면에 단점으로는 평등의 달성, 규모의 경제, 정책
의 안정성 및 통합조정 가능성 등의 면에서 불리하다는 것이다.

다.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 전달체계
이는 민간 전달체계를 활용한 공공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으로 주로 나타난다.
혼합 전달체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첫째, 계약 방식으로서 재원은 정부, 행정
이나 운영은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을
들 수 있다. 둘째, 재정보조 방식으로서 정부가 민간 사업비의 일정액을 지원하
는 것을 들 수 있다. 셋째, 단순관리 방식으로서 재정지원 없이 민간에 대해 정부
가 규제나 관리를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퇴직금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부와 민간 혼합체계의 장점은 민간부문 장점들(창의성, 융통성, 효율
성, 선택의 자유, 접근성 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며, 단점은 규모의 경제, 평
등의 달성 등의 면에서 불리하다는 점이다.
표 6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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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

1. 사회복지의 가치
사회복지의 가치는 일반적인 가치와 사회복지전문직 실천의 가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인 가치로는 평등, 자유, 정의, 연대와 통합이며, 사회복지전문직
실천의 가치로는 서비스,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존중, 사회정의, 인간관계의 중요
성, 정직과 성실, 능력으로 볼 수 있다(권중돈 외, 2016).

2.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딜레마와 해결방안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윤리적 쟁점에 부딪히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접하게 된다.
사회복지사가 겪게 되는 다양한 가치갈등의 유형은 ①가치상충, ②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 ③의무상충, ④결과의 모호성, ⑤전문가와 클라이언트 간의 힘
또는 권력의 불균형으로 볼 수 있다(서미경 외, 2005).
딜레마 속에서 바르게 산다는 건
∙ 사진작가 ʻ케빈 카터ʼ는 아프리카 수단에서 급식센터로 향하다 힘없이 주저
앉은 소녀의 사진을 찍으려고 쭈그리고 앉았을 때 독수리 한 마리가 아이의
뒤로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 그는 독수리가 날갯짓을 하게 되면 더 완성도
높은 그림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20분 정도를 기다렸지만, 독수리가 아
무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셔터를 누르고 독수리를 쫓아냈다. 작가는 그 어
린 소녀를 급식센터로 안아다주고 나무아래에 주저앉아 줄담배를 피우며
울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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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의 참상을 알린 사진 ʻ수단의 굶주린 소녀ʼ에 관한 이야기이다. 케
빈 카터는 이 사진으로 1994년 퓰리처상을 수상했고, 수상 두 달 후 양심
의 가책 때문에 자살했다.
∙ 사회복지 현장의 윤리적 딜레마도 만만치 않다. 휴먼 서비스로서 그 어떤
직업보다도 직업윤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쓰레기가 쌓여있는 집에 가족
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이어도 법적으로는 대상자가 원하기 전까지 손
을 쓸 수가 없다. 아동학대로 신고 될 수도 있다고 ʻ고지ʼ 같은 협박을 하고
나서야 간신히 움직이려는 대상자들을 볼 때도 갈등을 겪는다.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재활치료를 권유해도 술만 찾는 사람, 서비스를 받아 놓고도 안
받았다고 우기는 사람 등 여러 유형의 힘든 사례들이 많다. 사회복지사가
옳다고 믿는 것들과 대상자 스스로 인지하는 것의 차이가 만들어낸 딜레마
들이다.

<중부매일. 2018.11.11.>.

사회복지실천에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윤리
적 결정의 준거틀이 제시되어 있다(김상균 외, 2002에서 재인용).
리머(Reamer, 1995)는 여러 가지 윤리이론에 기초해 여섯 가지 윤리 지침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인간의 행동에 필수적 전제조건(생명, 건강, 음식, 주거, 정신적인 안정)
에 대한 기본적인 해악을 막는 규정은 거짓말을 하거나 비밀을 폭로하거나 여가,
교육, 재산과 같은 부가적인 재화에 대한 위협과 같은 해악을 막는 규정보다 우
선한다.
둘째, 인간행위의 필수적인 조건을 포함하는 개인의 기본적인 복지권은 타인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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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그 자신의 기본적 복지권보다 우선한다.
넷째,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동의한 법률, 규칙,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이러한 법률, 규칙, 규정과 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개인의 권리에
통상적으로 우선한다.
다섯째, 개인의 복지에 대한 권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단체의 법률, 규칙, 규
정, 협정과 상충될 때 개인의 기본적 복지권이 우선한다.
여섯째, 기아와 같은 기본적 위해를 예방하고 주택, 교육, 공공부조와 같은 공
공재를 증진할 의무는 개인의 완전한 재산관리권에 우선한다.
이상의 윤리적 결정지침이 모든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명쾌하고 분명한 해결책
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사회복지사가 실천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딜레
마의 본질을 확인하고, 자신의 사고를 조직하고 관련 방침을 체계화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이다.

326

327

07. 사회복지 이해

2021 사회복지과정

참고문헌
 강철희 외(2015), 사회자본과 나눔 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권중돈(2016),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김상균(2011),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김수정(2014), 사회복지사의 인권증진 역할과 인권관점 실천전략
 김융일 외(2009), 사회복지실천론, 서울: 나남
 남세진 외(1995), 한국사회복지론, 서울: 나남
 박용순(2011),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보건복지부(2015), 보건복지통계연보 2014
 백종만 외(2001), 사회와 복지, 나눔의 집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15), 한국사회 나눔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서혜석(2010),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양서원
 양점도(2008), 사회복지학 개론, 광문각
 이태형(2016), 불평등 속의 청년의 삶, 변화는 가능한가, 월간복지동향
 차홍봉(2013),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한국사회복지학회
 최장집(2016), 청년문제 한국과 일본
 최항순(2000), 복지행정론, 신원문화사
 통계청(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황성철, 정무성(2016), 사회복지행정론, 정민사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
 고명규(2003), 건강한 인간의 욕구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권중돈, 조학래, 윤경아, 이윤화, 이영미, 손의성, 오인근, 김동기(2016),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권혁창, 김현옥, 조혜정, 정창률, 이철수(2017),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김상균, 오정수, 유채영(2002),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나남
 김영종(2013),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지사

328

329

참고문헌
 김은정, 김지연, 이성림, 김태현, 조영태, 이지혜(2010),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자녀가치
와 출산율 관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옥경(2014), 근대적 개인에서 탈근대적 개인으로서의 이행, 철학논집
 김혜영, 석말숙, 최정숙, 김성경(2014), 사회복지실천론, 공동체
 박용순(2017),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변용찬, 김성희, 윤상용, 권선진, 조흥식, 조성열, 강종건, 최승희(2006), 생애주기별 장애
인의 복지 욕구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미경, 김영란, 박미은(2005), 사회복지실천윤리, 양서원
 우수명(2010), 사회복지 욕구 다시 보기, 인간과 복지
 원석조(2018), 사회문제론, 양서원
 위키백과(2019년 4월 17일자)
정환영(1999),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 노인병

07. 사회복지 이해

2021 사회복지과정

신문기사 출처 자료
 <전북중앙. 2019.08.07.>.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9409
 <쿠키뉴스. 2019.04.18.>.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53610
 <국민일보. 2019.09.0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685658&code=6112121
1&cp=nv
 <문화일보. 2019.09.0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90401071230128001
 <뉴시스. 2019.09.08.>.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06_0000763298&cID=10201
&pID=10200
 <아시아경제. 2019.09.05.>.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90521514409199
 <뉴스톱. 2019.05.02.>.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5
 <연합뉴스. 2019.09.08.>.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8011400007?input=1195m
 <광주매일신문. 2019.09.06.>.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67724084482572054
 <참세상. 2019.07.11.>.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199
 <한국일보. 2019.08.3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91621093825?did=NA
&dtype=&dtypecode=&prnewsid
 <국제신문. 2019.09.03.>.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
0190904.22031001538

330

331

신문기사 출처 자료
 <데일리굿뉴스. 2019.08.01.>.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89529
 <매일경제. 2019.07.30.>.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7/582194/
 <내일신문. 2019.07.24.>.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20475
 <한국경제TV. 2019.09.08.>.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9090800
51&t=NN
 <경향신문. 2010.11.0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011032152085
 <동아일보. 2019.06.29.>.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629/96239079/1
 <중부매일. 2018.11.11.>.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4482

07. 사회복지 이해

2021 사회복지과정

332

08
근무현장에서의
효과적인 대화법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된다. 그 중에는 단순한
잠깐의 스침과 같은 만남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남도 경험할 수 있다.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특히 우리 사회의 힘
없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무엇을 베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들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체험하기도 한다. 또한 근무현장에서 많은 상사, 동료 직원들과 함께
어울려 근무하게 된다.
본 과목은 사람과의 만남에서 첫 인상의 중요성이 얼마나 대인 관계를 맺어가는
데 중요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대화법이 근무환경과 분위기를
형성해 가는데 중요한 가를 학습하고 의사소통에 대한 기본 이해와 기법,
효과적인 대화를 위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익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1. 대인관계 형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대인관계 형성의 중요요소인 효과적인 대화방법을 근무 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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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현장에서의
효과적인 대화법

Ⅰ 자아상태(Egostate)의 이해
1. 자아상태 구분 연습
교류분석(Transactional Analysis, TA)(○-2점, △-1점, ×-0점)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예(○), 어느 쪽도 아니다(△), 아니요(×)로 대답해
○ △ ×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 ×로 분명히 말해 주십시오.
1. 당신은 무슨 일이라도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2. 다른 사람이 옳지 못한 일을 했을 때 참기가 어렵습니까？
3. 자기 자신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자기의 생각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갑니까？
5. 당신은 예의범절에 대하여 엄격하게 배웠다고 자부하십니까？
6. 무슨 일이라도 시작하기만 하면 끝장을 보지 않으면 못 견딥니까?
7. 부모로부터 무슨 말을 들으면 그대로 실행합니까？
8. ʻʻ그러면 못 쓴다ʼʼ, ʻʻ…하지 않으면 안 된다ʼʼ고 하는 식의 말을 합니까?
9. 당신은 시간이나 금전에 느슨한 사람을 싫어합니까？
10. 당신이 부모 노룻을 한다면 아이들을 엄하게 키우겠다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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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사람이 길을 물으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까？
2. 친구나 손아래 아이를 칭찬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까？
3. 남의 일을 돌보아주는 일이 싫지 않습니까？
4. 남의 단첨보다 장점을 보려고 애씁니까？
5. 실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한다든가 기운을 낼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까？
6. 친구에게 선물하는 일을 즐겨하십니까？
7. 누군가가 도움을 청해오면 나에게 맡겨 달라고 남의 일을 맡습니까?
8. 누군가가 실패했을 때 책망하지 않고 용서해 줍니까？
9. 아우나 여동생 또는 손아래의 아이를 사랑하는 편입니까?
10.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없는 이웃을 위하여 도와줍니까？

1. 당신은 여러 가지 책을 곧잘 읽는 편입니까?
2. 무언가 뜻대로 되지 않아도 화를 잘 내지 않습니까?
3.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는 편입니까?
4. 처음 일을 할 때 그것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착수하는 편입니까?
5.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자신에게 손해 또는 이득이 있는가를 먼저 따져보고
실행합니까?
6. 모르는 일이 있으면 남의 말을 청취한다든가 상담을 합니까?
7. 몸의 상태가 좋기 않을 때 자중하고 무리하지는 않습니까?
8. 아버지나 어머니와 냉정하게 대화를 잘 나눕니까?
9. 공부나 일을 질질 끌지 않고 화끈하게 해치우는 편입니까?
10. 미신이나 점 등은 믿지 않는 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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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신은 멋 내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2. 함께 떠들어댄다든가 들떠서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까?
3. "와아ʻʻ, ʼʼ대단하다ʻʻ, ʻʻ멋있다ʼʼ 등 감탄사를 잘 씁니까?
4. 당신은 말하고 싶은 말을 서슴지 않고 말한 수 있습니까?
5. 기쁠 때나 슬플 때, 얼굴이나 동작으로 자유로이 나타낼 수 있습니까?
6. 갖고 싶은 물건은 어떻게 하든지 내 손안에 넣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성미
입니까?
7. 이성의 친구에게 자유로이 말을 건낼 수 있습니까?
8. 남에게 농담을 한다든가 놀리는 일을 좋아합니까?
9. 그림을 그린다든가 노래를 부르는 일을 좋아하십니까?
10. 당신은 싫은 것은 싫다고 반드시 말합니까?

1. 당신은 상대발의 안색을 보고 행동을 취하는 버릇이 있습니까?
2.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하지 않고 억제하는 일이 많습니까?
3. 당신은 열등감이 강한 편입니까?
4. 무언가 부탁을 받으면 곧 착수하지 않고 실행이 느린 편입니까?
5. 무리를 해서라도 남에게 잘 보이게끔 노력하는 편입니까?
6. 진정한 자기의 생각보다 부모나 남의 말에 곧잘 영향을 받는 편입니까?
7. 슬픔이나 우울한 기문이 되는 일이 자주 있습니까?
8. 당신은 사양을 잘 하거나 소극적인 편입니까?
9. 부모의 비위를 잘 맞추어 드리는 편입니까?
10. 속으로는 불만투성이지만 표면상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까?
336

337

CP

NP

A

FC

AC

20

18

16

14

12

10

8

6

4

2
CP(

)

NP(

)

A (

)

FC(

)

AC(

)

김규수, 류태보(1993), 교류분석치료, 형설출판사, pp.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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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이(P)의

자아상태

구 분

비판적 어버이(CP, Controlling Parent)

긍정적

이상, 양심, 정의감, 권위, 도덕적

부정적

비난, 질책, 강제, 편견, 권력

말투

안돼 바보야! 당연히 해야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음색

설교조, 비판적, 단정적, 위압적, 권위적, 강요적

자세

시비조, 주먹으로 책상을 친다. 무시한다. 실수를 지적하고 정정한다.
손가락질 한다

대인관계

나는 OK 너는 NOT OK, 독단적, 편견, 무시, 경시, 보수적, 배타적, 지배적

구 분

보호적 어버이(NP, Nurturing Parent)

긍정적

동정, 위로, 공감, 보호, 관용

부정적

과보호, 응석부림, 묵인, 참견

말투

해 줄께, 아름답군! 귀엽군! 제게 맡기세요, --가 염려스럽다, 잘 되었구나!

음색

동정적, 순하다, 애정을 쏟다, 부드럽다, 염려 없어요, --되지요.

자세

자연스럽게 몸에 닿는다, 껴안아 준다, 어깨를 두드린다, 손을 잡아 준다,
양손을 크게 벌린다, 피부 접촉을 한다

대인관계

나도 OK 너도 OK, 남을 잘 도와 줌, 관대함, 수용적, 이해력 풍부, 유순함

▪ 어른(A)의

구 분

어른 자아(A)

긍정적

지성, 이성, 적절한 적응, 정보수집 및 냉정한 계산, 사실에 의거한 판단, 현황
분석, 분석적 사고

부정적

과학에 대한 맹신, 자연무시, 자기중심적, 물질만능주의

말투

무엇이- 어디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라고 생각한다

음색

침착한 낮은 목소리, 냉정, 기계적, 일정한 음조, 싫증이 난다

자세

대화 간격이 알맞다, 자세가 좋다, 상대방과 눈을 맞춘다,
주의 깊게 듣는다, 필요한 경우 침묵하여 생각을 정리한다

대인관계
338

자아상태

사실중심주의, 이론적, 합리적, 객관적, 설명적, 타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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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C)의

구 분

자아상태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FC, Free Child)

긍정적

천진난만, 자연스러움, 자유로운 감정표현, 직관력, 적극적, 창조의 근원

부정적

충동적, 방종, 안하무인

말투

와아- 야야- 좋다! 싫다! 멋지다, 유쾌하다, --을 갖고 싶다, 하고 싶다

음색

유희적, 감정적, 밝은, 명랑한, 개방적, 자유로운, 큰소리로--

자세

자유로운 감정표현, 자발적, 활발, 잘 웃는다, 장난을 친다,
유머가 풍부하다, 선명하다, 씩씩하다

대인관계

구 분

나도 OK 너도 OK, 본능적, 창조적, 직관적, 공상적, 응석부리다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AC, Adapted Child)

긍정적

인내, 감정의 억제, 타협, 신중, 타인에의 기대부응, 착한 아이

부정적

주체성 결여, 소극적, 자기속박, 적개심 보존

말투

--해도 좋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슬프다. 섭섭하다. 아니 괜찮습니다

음색

힘없이 중얼거리는, 목소리에 자신없다, 우물쩍 거림, 사양, 훌쩍 훌쩍

자세

안색을 살핀다. 착한아이, 한숨, 음울한, 어두운, 겁에 질린, 불안,
증오, 공포, 두문불출, 기댐, 요구하는 것 같음, 차근차근하다

대인관계

나는 OK가 아니다. 타율적, 의존적, 반항적, 도전적, 자학적, 자기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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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상태 구분 연습 (버스정류장에서 생긴 일)
막차 시간이 가까워지는 밤 12시에 좌석버스 정류장에서 생긴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자정 무렵이어서 모두 피곤한
표정이었고 누구나 좌석을 차지해 잠시라도 눈을 붙이면서 집에 가고 싶은 마음
들이다.
당신이 서있는 자리는 좌석을 차지할 수도 아니면 없을 수도 있는 애매한 위치
였다.
그때 술에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당신 앞으로 새치기를 하려고 한다.
이때 당신이라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어떤 자아상태인가?

① 침착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한다. ʻʻ줄을 서세요. 댁은 지금 왔으니까 제일
뒤에 가셔야죠. 안 그러면 오래 기다린 분들이 불공평하잖아요. 저기가 이
줄 끝이니까 그리로 가세요ʼʼ. (

)

② ʻʻ이봐! 뭐 하자는 거야. 줄을 서라고 줄을..공중도덕을 지켜야지ʼʼ 하며 남자
답게 큰소리로 외친다. (

)

③ 술 취한 사람과 말다툼 하기가 귀찮아서 못 본척한다. (

)

④ ʻʻ한잔 하셨군요? 도무지 요즘 경제가….ʼʼ 라고 대화를 하며 순서에 대해서
는 아예 언급하지도 않는다.
물론 당신도 술에 취해 얼큰한 상태이다. (

)

⑤ ʻʻ엄청 취했군! 서있기도 힘들겠어? 하며 동정한다.(

)

⑥ ʻʻ제자리를 양보하지요. 그나저나 혼자서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자
리를 양보하고 제일 뒤로 걸어간다. (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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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만남, 그 소중한 관계의 시작!

1. 기분 좋은 만남

새내기 사회복무요원인 김 긍정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대문을 나섭니다. 몇 주간
의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마침내 배치된 집에서 멀지 않은 종합사회복지관으
로 첫 출근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낯선 장소, 낯선 사람들과 2년 가
까운 시간을 함께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약간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었지
만, 평소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덕에 금방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었
습니다. ʻʻ그래, 기왕에 닥친 일, 즐겁고 재미있게 일하자. 함께 근무할 사람들
도, 복지관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도 다 좋은 사람들 일거야. 빨리 친해져서 어색
하지 않도록 해야지ʼʼ
김 긍정씨는 스스로 좋은 생각으로 다짐을 하면서 씩씩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드디어 복지관에 도착해서 사무실로 들어섭니다.
ʻʻ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부터 근무하게 될 신입 사회복무요원 김
긍정입니다ʼʼ 만나는 사람마다 밝고 씩씩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
은 반갑게 맞아주고 인사를 건넵니다.
모두들 좋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담당과장인 최 심각씨가 마음에 걸
리네요. 인사를 해도 표정도 없고 제대로 응대도 하지 않습니다. ʻʻ 뭐야, 저 사
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나? 인사도 제대로 안 받네ʼʼ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에 젖어 있던 김 긍정씨의 마음이 싸늘히 식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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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 중에는 우리의 인
생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름과 얼굴이 생각나지 않
는 스침의 만남도 있다. 어떤 장소, 어떤 방식의 만남이든 타인과의 만남으로 관
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삶의 성격과 삶의 질이 결정되기도 한다.
위의 김긍정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새로운 만남을 경험하게 된다. 세상 모든 사
람들의 얼굴이 다르듯이 성격과 삶에 대한 태도 또한 모두 다르게 마련이다. 만
남 중에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를 기분 좋게 하는 만남도 있고, 또 그 반
대의 경우도 있게 된다. 김 긍정씨가 최 심각과장의 태도에 불편해하고 힘들어
하듯이 우리 또한 타인에게 좋은 인상, 또는 그렇지 못한 인상을 주는 경우가
있다. 내가 원하는 사람만을 만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는 없다. 그렇다
면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불편함을 주는 사람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은 무엇일까? 바로 내가 먼저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모든 만남은 소중하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상을 기쁘고 보람 있게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하고 서로에게 긍정적
인 에너지를 나누어 주는 긍정의 태도일 것이다.

2. 첫 인상 좋게 하기
우리가 길을 걸어가며 우연히 마주치거나. 또는 찻집에 다소곳이 앉아 있는 이
성을 보게 될 때 눈길이 가고 가슴 두근거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 대화는 나
누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가진 분위기와 인상이 마음속에 깊이 남게 되는 것은
바로 첫 인상의 중요성을 말해두고 있는 것이다.
첫 인상의 중요성은 이른바 ʻ초두효과ʼ에서 설명될 수 있다. ʻ초두효과ʼ는 강력
하게 제시된 처음의 정보가 나중에 들어오는 정보보다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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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상대방에 대한 느낌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
번 정해진 느낌은 잘 바뀌지 않는다. 처음의 좋지 않은 느낌을 좋은 느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좋은 첫인상을 상대에게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전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할 것은 밝은
미소를 짓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다. 밝고
환한 웃음은 상대방의 기분도 밝고 좋게 하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예전
부터 웃음을 멀리하는 문화에서 성장해 왔다. 얼굴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ʻ남자다움ʼ의 표현인 것처럼 여겨져 왔고, 웃으면 왠지 실없는 사람이라고 지적받
기도 했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세상에 대해, 사람에 대해 긍정적이고 낙천
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정받고 사랑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밝고 환한 웃음을 전해보자. 상대방은 당신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보이는 태도가 중요
하다. 친절하고 따뜻한 말씨로 상대를 대해보자.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 깊은 곳의 숨겨진 감정까지도 공감하려는 태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
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셋째.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과 근무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밝은 미소와 함께
단정한 복장과 쾌적한 주위환경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고 당신을 예의바르고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한다. 예부터 우리 민족은
손님을 귀히 여기고 정성으로 대접하려는 문화가 있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는 사회보무요원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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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 맺기
사회복무요원들이 주로 근무하는 곳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현장에서 여러 사
람들과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성격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
들과 함께 하며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
고, 이러한 직무 대부분은 상호 대화로 시작하게 된다. 또한 업무상 대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바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들과의 효과적인 대화와 소통은 업무수행의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효과적인 대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상대방과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좋은 관계의 현성
일 것이다. 서로 신뢰감이 넘치고 따뜻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ʻ관계ʼ를 맺는데 필요한 핵심사항을 알아보자.

가.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핵심사항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Carl Rogers)는 인간은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긍정적이고 발달지향적인 존재라
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
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시각과 따뜻한 자세로 응대해야 한다. 칼 로저스는 이러한
태도의 핵심사항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진실성
진실함이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대하고 자신 또한 거짓됨 없이 진솔하게 상
대방을 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진솔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상대방을 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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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상대방 역시 진실 되고 솔직한 자세를 보일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실성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진실성을 많이 이야기 한다.
ʻʻ너는 진정성이 없어!ʼʼ, ʻʻ너는 나에게 진심이었니?ʼʼ 일상에서도 진실성을 많이
이야기 한다. 이 만큼 진실성이 주는 부분은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팔
수 요소라 볼 수 있다.
Rogers는 이러한 기본자세를 일치(congruent)라는 용어를 사용해 설명하고
있다. 진실한 대화자는 자신의 생각, 행동, 감정과 표현이 일치해야 한다. 진실
성은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 표현 등의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다. 즉, 진실한 마음이 담긴 대화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싹트게 된다.
2) 긍정적 수용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따뜻한 시선
으로 상대를 바라보아야 한다. 따뜻함은 판단하지도, 비난하지도 않는 것을 의
미한다. 상대가 비록 이해하기 어렵거나 논리적이지 못한 이야기를 한다 해도
말 그 자체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나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존중받는 다는 느
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존중하는, 존중받는 자세는 타인의 말을 적극적으로 수
용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시작된다. 비록 말로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의 진정한 생각을 진지하고 성실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자
세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에 대한 감사하고 호의적인 마음과 느낌을 갖게 함
으로써 서로 간에 긍정적인 라포(Rapport)를 형성하게 한다. 여기서 라포
(Rapport)란 의사소통에서 상대방과 형성되는 친밀감 또는 신뢰관계를 이야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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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감적 이해
공감은 상대의 감정과 생각을 변형이나 가감 없이 그대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
다. 반드시 상대방의 생각과 똑같아야 하는 동감과는 구별되어야 하고, 또한 동
정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상대방의 주관적인 가치나 감정을 그대로 투사 반영하
는 것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직원이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여 자신의 숨겨진 내면의식을 가감 없이 드러내도록 돕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4. 태도가 말을 한다!
우리는 하루의 일과시간 대부분을 근무현장에서 동료, 상사, 그리고 많은 시설
이용자들과 보내게 된다. 한 사람의 밝은 태도와 미소, 그리고 친절하고 자상한
태도가 주위의 분위기를 밝게 하고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긍정적인 경험이
있다. 그 반대로 한 사람의 기분 나쁜 태도와 함부로 하는 말투와 근무태도가
하루 종일 기분을 망쳐놓는 경우도 경험하게 된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어떤 태도와 자세로 대화를 나누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성과 인격, 삶에 대한 태도 등을 알 수 있으며, 그 사람 자체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가. 효과적인 대화를 위한 Pacing B･M･W 활용하기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서로간의 좋은 감정과 느낌의 교환
을 위해 상호간에 감정의 다리를 놓아 서로 활발하게 교환하고 교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3가지 영역의 분야를 고려해야 한다. Pacing의 의미는 ʻ상대방에게
맞추다ʼ라는 개념인데, 효과적인 대화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맞춰가면서 대화해
야 한다는 것이다. 주로 3가지 분야에서 보조를 맞추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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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cing Body Language
신체를 활용하는 것이다.
첫째,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자.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한다, 마음속의 느낌과
감정은 눈을 통해 나타난다. 상대방의 눈을 쳐다봄으로써 상대의 현재 감정과
심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말하는 사람의 눈을 쳐다보지 않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따라서 말하는 사람
의 눈을 진지하고 성의 있게 맞추어 주자.
둘째, Body Angle, 즉 몸의 각도에 유의하자. 90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보다
큰 각을 ʻ둔각ʼ, 그 보다 작은 각을 ʻ예각ʼ이라고 한다. 대화 시 유지해야 할 각도
는 90도 보다 작은 ʻ예각ʼ이다. 옆에서 보면 ʻ예각ʼ은 몸을 앞으로 수그려야 한다.
즉 말하는 사람 쪽으로 몸을 기울이게 되면 몸의 각도는 자연스럽게 ʻ예각ʼ이 유
지된다. 이러한 자세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듣는 사람이 자신의 말에 관심있고
성의있게 주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여 호감을 갖게 한다.
마지막으로 대화자 간의 거리를 생각해 보면, 먼저 60- 150cm의 개념을 의
식하며 대화에 임하자. 부부간, 연인간, 부모 자녀와 같은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60cm 내는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애 한다. 너무 가까운 거리는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으며, 불편한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최
대한 150cm밖에서는 대화하지 않도록 유의하자. 너무 먼 거리는 집중력을 저
해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거리는 90-110cm 사이라는 연구결과를 참고해
대화에 활용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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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cing Mood
말하는 사람의 감정 상태와 분위기에 자신을 맞추며 대화하자. 상대방이 기쁘
면 기쁜 표정과 표현을, 상대가 슬프거나 괴로울 때는 또 그렇게 자신의 표정과
느낌을 나타내 주어야 한다. 즉 진심으로 상대방과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
써 상호간 감정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진실한 대화가 오가게 된다. 상대방의 감
정과 느낌에 공감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Nodding과 Humming이다.
Nodding은 고개 끄덕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말에 적극적으로 고
개를 끄덕임으로써 표현하는 것이다. 우린 경청하고 있다는 끄덕임이라 기억하
고 대화하자.
Humming은 이른바 ʻ추임새ʼ라고 할 수 있다. 소리꾼이 소리할 때 옆의 고수
가 북을 치면서 덧붙이는 추임새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우린 맞장구라
기억하고 대화 시 활용해 보자.
3) Pacing Word
마지막으로 Pacing Word이다. 상대방의 대화수준에 자신을 맞추어 가며 대
화하자. 어린 아동들과 대화할 때, 나이 드신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 말의 내용과 사용단어, 수준 등을 세심히 고려해서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쉽게 이해되고 표현할 수 있어야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우린 맞춤형 대화법이라 기억하고 이를 활용하여 대화를 이어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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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마음의 문을 여는 효과적인 대화법
1. 상호 이해를 위한 대화법
우리는 하루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대화, 또는 업무상 나누는 중요한 대화도 있다. 많은 사
람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보내지만, 이를 세밀히 분석해 보면 크게
3가지 형태의 대화로 분류할 수 있다. 상보대화, 이면대화, 교차대화가 그것이
다. 효과적인 대화를 위하여 3가지 대화형태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보대화
상보란 서로 상이란 단어와 도울 보라는 단어가 만나 서로 모자란 부분을 보충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보대화는 두 사람의 대화내용이 끊어지지 않고 잘 이어지도록 하는 대화이
다. 상대의 말과 감정에 공감을 나타내며, 상대방의 이야기가 잘 이어지도록 돕
는 대화법이다.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 듣는 사람이 내가 기대한 대로 반응해 주
므로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고, 대화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게 된다. 상보대화는 바람직한 대
화의 기본적인 기술이다.

∙ 대화의 제 1법칙
상대방과의 대화를 지속하고 싶으면 상보대화를 시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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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보가 없는 대화
 상사 : 이걸 계획서라고 올렸어요! 한심하군요. 다시 작성해 와요!
 직원 : 죄송하지만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데요?
 상사 : 아 그걸 지금 몰라서 묻는 거야! 보면 알잖아요!
 직원 : 죄송합니다. 알려주시면 고치겠습니다.
 상사 : 보면 아는데 뭘 자꾸 알려 달래!

♠ 상보가 있는 대화
 상사 : 이걸 계획서라고 올렸어요! 한심하군요. 다시 작성해 와요!
 직원 : 예, 다시 하겠습니다.
 직원 : 근데요 과장님, 어떤 부분을 고치면 될까요?
 상사 : 여기 이 부분이잖아.
 직원 : 아! 네, 그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상사 :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네, 잘하는구먼.

나. 교차대화
교차대화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통해 이해해보자.
사회복무요원 A가 동료인 B에게 말을 건넨다.
ʻʻ저 사회복지사는 너무 융통성 없이 일하는 것 같아ʼʼ
A는 B에게 어떤 반응을 기대하며 말을 걸었을까?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는 대
답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간의 대화에서 꼭 자신이 기대한 대로
상대방이 반응하지는 않는다. 뜻밖에 B는 이렇게 대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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ʻʻ너나 잘해!ʼʼ
이 대화 후 두 사람간의 대화는 더 이상 진전이 없거나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 단절되어버리는 대화의 형
태를 교차대화라고 한다. 교차대화에서는 대화 쌍방간의 감정과 느낌의 교류가
엇갈리고 따라서 더 이상 두 사람간의 호의적인 대화를 기대할 수 없고 대화는
중단되게 된다. 많은 경우 서로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대화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때로는 의도적으로 대화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다. 이면대화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할 때 마음속에 겉과 다른 숨겨놓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때때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 즉 본심의 욕구, 의도 혹은 사건의 진상 등은 이면에 숨겨져 있고
표면적으로는 그것과 다른 형태의 대화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표면의 메시지
와 이면의 메시지가 다른 대화를 이면대화라고 한다.
가정에서 부부간의 이루어지는 이면적 대화의 한 예를 살펴보자.
ʻʻ여보, 옆집의 영철이 아빠가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했다네요.ʼʼ
언뜻 보기에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말을 하는 아내의 마음속에는
ʻʻ옆집 남편은 상사에게 인정받아서 승진하는데 당신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
요?ʼʼ 라는 숨은 뜻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대화의
내용과 숨은 의도가 다른 유형의 대화를 이면대화라고 한다.
대화란 어떤 사람의 한 가지 심리상태에서 보내지는 자극에 대해 그 자극을
받은 사람의 한 가지 심리상태에서 반응이 되돌아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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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화에 대한 이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가, 즉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간결한 모양으로 분석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화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상태나 감정, 느낌 등을 근거로 해서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말이
나 행동, 태도 등을 이해하는 것이다. 교류는 언어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얼굴표정, 몸짓, 자세, 말투 등 비언어적인 것도 포함한다.
언어에 의한 메시지가 상대편에게 완전히 이해되는 데에는 상대편의 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비언어적인 형태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간의
대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보다 더 나은 대화와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하게
되면 자신의 대인관계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타인과 대화하는 방법
을 개선하여 더 좋은 인간관계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1) 근무현장에서의 대화는 상보에서 시작해서 상보로 끝나는 것이 좋다
인사, 예절, 매너는 직장에서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리고 업무를 진행하는
데 윤활유이기도 하다. 대화를 진행하다 보면 교차교류(엇갈리는 경우)가 될 때
도 있겠지만 마지막에는 상보(서로 보충하는) 교류로 끝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먼저 상대의 말에 대해 긍정의 신호를 보내보자.
내용에 관계없이 ʻʻ아, 네!, 그랬군요.ʼʼ, ʻʻ정말! ʼʼ 등의 긍정적인 대응을 보내면
상대의 입장과 인격을 존중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상호간의 호의적인 상보대화
가 이어지게 된다.
3) 원칙적으로 교차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화의 흐름을 멈추게 하고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대인관계에도
악영향을 주게 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다만 여러 가지 문제로 대화를 이어가
기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생산성 없는 상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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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계속될 때 - 짜증스러운 회의가 지속될 때는 ʻʻ그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
부터 토의합시다.ʼʼ라는 발언도 필요하다. 또는 발언이 중복되거나 장난스러울
때는 ʻʻ미안합니다.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ʼʼ라고 할 수도 있다.

2. 근무현장에서의 바람직한 대화법
가. 적극적 경청법
말을 듣는 태도는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상대가 이야기하는 표면적인 사실에 관심을 가지고 사실만을 주고받
는 태도이며, 두 번째는 상대가 이야기하는 사실 속에 숨어있는 상대의 진의를
포착하고 그 속에 깔려 있는 상대의 기분을 공감하는 태도이다.
첫 번째 태도는 그냥 듣는 것이고 두 번째 태도는 귀담아 듣는 것, 즉 경청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경청이란 무엇인가? 이 방법은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의미를 포착하여 그 기분을 상대에게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서 당신의 기분
을 이렇게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대화방법이다. 소극적으로 경
청만 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경청하고 있는지를 상대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대화란 물론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이지만 때로는 자신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
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훌륭한 대화의 상대일 수 있다. 이것을 경청하기라고
하는데 2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가 수동적인 경청하기로 상대가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지 않고 ʻʻ음ʼʼ ʻʻ오ʼʼ와
같은 감탄사로 응수만 하는 것이다. 또 하나가 적극적인 경청하기로 상대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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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하는 문제와 그로 인한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의 말을 듣고
나서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을 이입시키지 않은 채 자신의 말로 요약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즉 곤란한 경우에 빠진 상대에게 그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을
다른 말로 쉽게 옮겨주면 상대는 자신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적극적 경청을 실생활에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왜냐하면 상대가 자기자신 혹은 주변인물, 상황요인 등으로 인해 문제가 생겨 좌
절하거나 불안해 할 때 적극적 경청을 사용할 수 있는데 상대의 이야기나 행동
속에서 나는 지금 문제때문에 힘들다라는 숨겨진 감정을 읽어내는 것이 쉽지 않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철수가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한 행동이 민수의 욕
구에 반할 수 있는데, 그러면 민수는 철수의 행동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게 되
고 또한 박탈감이나 욕구불만과 같은 문제를 갖게 된다. 이 경우 철수와 민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민수의 입장에서는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 느끼고 있으므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해야 하고 철수 혹은 제삼자는 민수가 느끼는 곤란
한 마음을 읽어 줄 수 있는 적극적 경청이 필요하다. 적극적 경청의 유형은,
▪ 당신이

--------- ( 느끼고 ) 있군요.

▪ 당신은

--------- ( 말하고 ) 싶습니까?

▪ 당신은

--------- ( 의도 ) 입니까?

즉, 상대의 말이나 행동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반드시 그 밑에 깔린 느
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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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나 - 전달법 ( I - Message)
ʻʻ나ʼʼ 전달법 = 행동 + 영향 + 감정

① 문제가 되는 상대방의 행동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한다.
이때 평가, 비판, 비난의 의미를 담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좋다.
(좋은예) ʻʻ자네가 나에게 말대꾸를 할 때 … ʼʼ
(나쁜예) ʻʻ자네가 나에게 건방지게 말대꾸를 할 때 … ʼʼ
② 상대의 행동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한다.
(좋은예) ʻʻ자네가 말도 없이 자주 자리를 비우니까 나는 자네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거나 기다리고 있어야 하네.ʼʼ
(나쁜예) ʻʻ자네가 자주 자리를 비우니까 내가 힘이 들어ʼʼ
③ 상대 행동으로 인한 영향 때문에 생겨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좋은예) ʻʻ자네가 지난 번 업무보고를 하지 않아 무슨 일이 생겼는지
궁금했었네.ʼʼ
(나쁜예) ʻʻ자네가 지난번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건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ʼ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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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갈등의 예방
갈등은 한자어 갈(葛)자와 등(藤)자의 합성어이다. 葛은 칡덩굴을 말하고 藤은
등나무를 말한다. 따라서 갈등이란 마치 칡덩굴과 등나무가 서로 붙어서 엉켜있
는 모습을 의미화한 것이다. 칡과 등나무는 다 같은 콩과식물에 속하는 덩굴식물
로 다른 물체를 휘감으며 뻗어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서로 엉키고
감기면 좀처럼 떼어내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다. 이러한 두 식물의 상태를 사람간
의 감정과 인식의 충돌에 빗대어 표현한 것은 정말 절묘한 비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 혹은 사람과 집단 간에 발생하는 감정의 충돌
은 그만큼 풀어내기도, 해결하기도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다.
서양에서 본 갈등은 ʻconfligereʼ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로 ʻ상대와 서로 맞서
다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갈등은 의견이나 감정이 맞서는 상대가 있
고 의견과 감정이 맞서므로 서로 대립, 충돌하게 된다. 동시에 갈등에는 싸움,
미움, 반목, 대립, 분쟁, 논쟁, 경쟁 등의 다양한 의미가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언제나 타인과 의견이 일치될 수 없고 오히려 부딪치는 경우가 허다하
므로 자연스럽게 갈등은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게 된다. 즉 사람과 사람간
의 갈등은 서로간의 가치관, 입장, 성격 등의 차이에서 발생하게 되는 정서적,
태도적 불일치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조직생활에서는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에서 성장하고, 서로의 얼굴이 모두 다르듯이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게 되므로 자연히 많은 부분에서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주로 업무에 대
해서 상사에게 지시를 받거나 감독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상사와의 갈
등, 그리고 주위 동료와의 갈등은 업무성과는 물론 근무의욕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근무현장에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형
태의 갈등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가가 의미 있고 성공적인 복무
를 결정하는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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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갈등은 무조건 피해야 하고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업무적인 일이나 단순히 가치관과 성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갈등상황
은 근무현장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그럴 때마다 무조건 상황에서 회피하고
더 이상의 갈등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태도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적극
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고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상대방과의 대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태도가 갈등상황을 끝내고, 더 나아가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고 더욱 친숙해
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도 있다. 갈등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고 더 나은
인간관계로 발전시켜 나기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1.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
모든 사람은 생김새와 살아온 환경이 다르며, 성격 또한 다르듯이 사물이나 상
황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방식이 모두 다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사회이므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ʻ나와 다른 사람ʼ
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ʻʻ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할까?ʼʼ
ʻʻ저 친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ʼʼ
ʻʻ너하고는 정말 말이 안 통해!ʼʼ
똑같은 상황이나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모두 다를 수 있
다. 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짜증이 날 때 상대방 또한 나에게 똑같
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ʻ다름ʼ은 단지 다른 것이지 틀
린 것은 아니다.
결국 갈등의 많은 부분은 나와 상대방의 ʻ다름ʼ을 인정하지 못하고 ʻ나는 옳고
상대는 틀리다ʼ라는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있음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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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나의 판단과 행동만이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의
판단과 행동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조직 내에서 사람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옳은 방법인 것이다.

2. 장점을 살펴보자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사람을 판단할 때
단점을 발견하기는 쉽다. 하지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인식하기 위해서
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ʻ부처의 눈
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기 마련이다ʼ라고 말했던 조선
초 무학대사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상대방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상대
의 좋은 점이 눈에 보이게 된다.
누군가를 판단하고자 하거나, 해야 할 때 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장점을 먼저 보
려고 노력해 보자. 그러한 노력이 습관이 되면 당신은 분명 매사에 긍정적이고
밝은 시선을 가진 멋진 사람을 성장할 수 있다.
ʻIʼm OK!, Youʼre OK!ʼ의 긍정적 태도를 습관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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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작용의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자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고, 인간의 사회생활은 이른바 ʻ상호작용ʼ에 의해 관계의
형태를 만들어간다. 내가 상대에게 잘 하면, 상대도 똑같이 나를 좋게 대하게 된
다. 내가 상대에게 잘못하면 상대도 나에게 좋지않은 태도와 행동을 보이게 된
다. 사람의 감정은 부메랑과 같다고 한다, 내가 상대를 향해 긍정과 호의의 부메
랑을 던지면 그 부메랑은 다시 나에게 똑같은 긍정과 호의의 부메랑으로 되돌아
온다. 반대로 상대를 향해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부메랑을 던져 보내면 상대 또
한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부메랑을 던지게 된다. 상호작용의 원리인 것이다. 내
가 상대에게 원하는 만큼 먼저 상대에게 다가가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면 두
사람의 관계는 ʻ상호 작용'에 의해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침 출근해서 다른 이에게 ʻʻ오늘 너무 화사해 보여요.ʼʼ라고 이야기를 던져 보
자. 다른 이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은 우리를 또 한 번 기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08. 근무현장에서의 효과적인 대화법

2021 사회복지과정

Ⅴ 좋은 관계 유지하기
▶ 사례 연구

360

▪ 이러한

소동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 당신의

근무지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2가지만 적어 봅시다

▪ 이러한

소동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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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시설직원과의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
좋은 대화는 일상생활에 활력소가 되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환경을 성
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인격, 성격,
사고의 깊이를 가늠하기도 하며, 말을 통해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짓기도 한다.

1. 시설 직원과의 올바른 의사소통
가. 시선을 상대방의 얼굴에 둔다.
상대방의 얼굴에 시선을 두는 것은 ʻ저 이제 말할 준비, 들을 준비가 되었다.ʼ는
표현이기도 하다.

나.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포개지 않는다.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포개는 자세는 ʻ너의 이야기 듣기 싫어.ʼ 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보여주는 행동이다.

다. 다리떨기, 머리카락 만지기, 손 비비기, 손톱 깨물기, 몸 흔들기
등 좋지 않은 버릇이 무의식중에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버릇들은 대화에서도 그리고 나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곳에서도
좋지 못한 인상을 줄 수 있기에 평소에 이런 습관이 있지 않은지 고려해 보고
이러한 습관이 있다면 바꿀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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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미파악이 어려운 내용이나 불명확한 발음은 삼간다.
너무 어려운 내용을 대화를 이끌어 간다면 대화를 지속하기가 어렵다. 그러기
에 눈높이에 맞는 대화,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발음으로 대화를 이어가자.

마. 속어, 비어, 유행어 사용으로 인격에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현재 많은 이들이 속어, 비어, 유행어, 줄임말 등을 많이 쓰고 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단어들 보다
는 자신의 품위를 높여 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자.

바. 말 가로채기, 양해 없이 화제를 바꾸는 것은 무례한 행위이다.
내가 이야기 하고 있을 때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의 말을 가로채서 이야
기 하는 사람을 볼 때 기분이 어땠나요? 내가 싫은 것은 남도 싫은 것이다.

사. 누구든 대화에서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대화를 둘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럴 때,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경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소와 받는
느낌이 들지 않게 배려하는 센스가 필요하다.

2. 좋은 대화 상대 되는 법
가. 좋은 청중이 되라.
나. 칭찬을 아끼지 마라.
다. 공감하고 긍정하라.
라. 겸손은 최고의 미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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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과감히 공개하라.
바. 뒷말은 숨기지 마라.
사. 첫 마디를 준비하라.
아. 이성과 감성의 조화.
자. 대화의 룰을 지켜라.
차. 완전한 문장을 말하라.

3. 불쾌하지 않게 거절하는 법
사회생활을 하면서 평소에 관계를 유지해 오던 사람의 부탁을 거절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일상생활 가운데 많이
일어난다. 따라서 상대방의 불쾌감을 최대한 줄이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해야 될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거절할 때는 정중히, 여지를 남기지 않고 거절하는 것이 좋으며, ʻ할 수
없다, 안 되겠다ʼ는 식의 한정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삼가는 것이 좋다. ʻ규정ʼ이
나 ʻ규칙ʼ등의 공식적인 말은 피하면서 들어줄 수 없는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어서 ʻ곤란합니다ʼ, ʻ어렵겠습니다ʼ, ʻ죄송해서 어쩌지요ʼ 라는 등의 겸손하
면서도 완곡한 말로 거절의 뜻을 표한다.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그 순간에 모든
결과를 내리려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좀 더 시간을 벌어볼 수 있는 여
유를 가지는 것도 좋다. ʻʻ지금은 제 판단으로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데요. 상의
하여 빠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ʼʼ 등의 표현으로 잠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협
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다. 그 마음을 헤아리는 듯한 신중한 표현은 거절
의 부담을 한결 가볍게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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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해

우리나라의 아동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으나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따돌림 아동이나 비행아동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은 향상되었으나 빈부의 격차에
따른 상대적 빈곤감, 사회적 불균형, 이혼과 가족해체의 증가 등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은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이해｣라는 교과목은 아동 및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특성과
왕따, 학대, 가출, 비행과 관련된 문제 및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아동
연령별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 기관을 이용
하는 아동 및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그들을 응대하고 관련 업무를 보조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적합한 지도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점을 알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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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해

Ⅰ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
1. 아동･청소년의 개념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인간관에 따라서 다르게 보기도 하
고 법률적인 해석 역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은 서로 혼
용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슈나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르게 사
용하기도 한다. 교육학자인 Thorndike(숀다이크)는 아동을 영아기(출생~1세),
유아기(1~5세), 아동기(5~12세), 과도기(12~14세), 청년전기(14~18세), 청년
후기((18~25세)로 구분하고 있으며, 발달심리학자인 Hurlock(헐록)은 태아기
(수태~출생), 신생아기(출생~2주), 유아기(출생2주~3세), 아동기(3~11세), 청년
기(11~21세)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의학자인 Coke(코크스)는 유아기(0~6세),
아동기(6~12세), 청년전기(15~18세), 청년후기(18~24세)로 구분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민법의 경우 미성년자를 만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은 14세 미만,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관련 법률 중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청소년 보호법
과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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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이는 각 법률의 목적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 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민법의 경우 20세 미만으로 하지 않고 18세 미만
을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이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역량이 아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되므로 적어도
만 19세가 될 때까지는 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고 보호하기 위함이다.
표 1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나이
관련법률

용어

나이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

18세 미만

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19세 미만

민법

미성년

만 19세 미만

형법

미성년

14세 미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6세 미만

근로기준법

미성년

15세 미만

소년법

아동

19세 미만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

18세 미만

2. 아동･청소년 인구학적 현황
2021년 청소년 인구(9~24세)는 830만 6천 명으로 총인구의 16.0%이고,
1982년 1,420만 9천 명이었던 청소년 인구는 2060년에는 총인구의 10.4%인
445만 8천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1년 학령인구(6~21세)는 763만 8천 명으로 총인구의 14.7%이고,
총인구 중 학령인구 비중은 지속 감소하여 ʼ60년에는 총인구의 9.8%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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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 2020년 다문화 학생은 전년 대비 7.4% 증가한 14만 7천여 명으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한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증가하
고 있다.
<인구추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다문화 학생>

한국교육개발원･교육부, 「교육기본통계조사」

자료 : 통계청 2021청소년통계

아동･청소년 인구는 연령별로 보았을 때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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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체적, 정서적 특성이해1)
1. 아동기의 신체적,정서적 특성 이해
가. 아동기 전기 : 유치원 시기에 해당(5~6세)

1) 신체적 발달
(1) 체중은 출생 시의 5배, 신장은 출생 시의 2배 가량에 달한다.
(2) 운동능력이 크게 신장되고, 삼각형, 사각형 등을 그릴 수 있을 정도가 된다.
2) 인지적 발달
아동기가 되면 부모로부터 습득한 가치가 자신의 사고와 통합되어 적합한 행
동에 대한 기준이 자아개념의 일부가 된다. 즉, 사회적 규칙이 내면화되어 자신
의 행동을 인도하는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학령전기의 타율적인 도
덕규범이 아동기 전기부터 자율적인 것으로 변화한다는 점이다.

1) 김동배･권중돈(2006)의 ʻʻ인간행동이론과 사회복지 실천ʼʼ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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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발달
(1) 성 역할에 대한 인식 형성 : 아동기 전기
에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아동
은 전체적인 자아개념에 자신의 성을 연
관시키게 된다. 아동이 인식하는 성 역할
기준은 문화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으
며, 아동의 행동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쳐 아동은 자신의 성에 맞는 역할기대
를 알게 되고 이에 맞추어 행동해 나가
면서 점차 자신이 가진 성 역할 기준을 갖는다. 이는 아직 개인적인 사고나
가치관의 차이를 고려할 만큼 융통성이 없으며, 단지 학습을 통해 갖게 된
기준에 입각해 판단하기 때문이다.
(2) 자아개념의 형성 : 자아개념은 개인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개인적
특성에 대한 지각 또는 느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이미지
(image) 또는 스스로의 평가를 의미한다. 자아개념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로부터 평가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긍정적인 것으로 형성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으로 형성될 수도 있으므로 이 시기 아동에게 있어
사랑과 지지는 아동의 자부심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4) 정서적 발달
(1) 아동기 전기에 아동은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방법과 감정표현의 방법을 배
우게 되고 정서적 표현에 관련된 사회규범을 학습한다.
(2) 이 시기에 아동은 현실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근거가 있는 불안, 공포심을
경험하는데 이에 대한 이해의 태도가 필요하다. 아동의 불안과 공포에 대
하여 부모의 이해와 감정이입적인 태도에 따라 아동의 불안, 공포감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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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5~6세 정도가 되면 자신의 감정을 감추거나 가장
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데, 이는 불안을 감소시키려는 아동의 노력이다(방
어기제).

나. 아동기 후기 : 초등학교 과정(7세~11세)
공식적인 교육을 통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지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을 익히는
단계
1) 신체적 발달
(1) 이전 단계와 같은 급격한 신체적 발달은 없고 운동 능력이 크게 성장한다.
(2) 운동능력의 발달은 신체적 발달 뿐 아니라 심리, 사회적 발달에도 영향을
미쳐 아동의 자부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2) 인지적 발달
(1) 보존기술 : 물체의 형태가 변화하거나
담는 그릇이 달라져도 질량이나 부피
와 같은 물리적인 성질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2) 유목화기술 : 속성이나 위계에 따라
분류하는 능력, 대상들을 그들이 공유하는 속성에 따라 분류하거나 위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다.
(3) 조합기술 : 사칙연산이 가능한 능력, 보존의 능력 중에서 숫자에 대한 보존
능력을 획득한 후에 어린이가 갖게 되는 개념적 기술이다. 일정한 수의 사
물이 있을 때 이것을 펼쳐 놓든지 밀집해 놓든지 또는 형태를 바꾸더라도
그 숫자는 마찬가지임을 이해하는 능력, 조합의 능력이 획득 되어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의 기초적인 연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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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류와 인간관계 추론이 가능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의 입장
을 고려할 만큼 인식이 성숙, 확장된다.
3) 사회적 발달
이 시기에는 사회적 사고가 성숙하면서 타인의
감정, 사고, 의도를 유추할 수 있게 되고, 사회적
관계와 연관된 공허함, 충성, 권위, 정의 등의 개
념을 습득하게 된다.
(1) 학교 : 학교생활을 통해 사회화가 이루어지
고, 사회적 규범을 학습하게 된다.
(2) 친구관계의 경험 : 친구관계를 통해 다양한 생활
방식을 인식하게 되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
어나게 되고, 또래 집단에서의 인정을 중시하게
되며 동성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3) 팀 스포츠의 경험 : 운동은 여러 규칙을 한 번에
다룰 수 있어 인지발달에 영향을 준다. 팀 스포
츠를 통해 집단목표를 개인목표의 상위에 놓는 것, 팀 성원간의 상호의존
과 협동의 중요성, 분업의 원리, 승리와 패배의 경험을 통한 경쟁의 여러
측면에 대해 배우게 된다.
4) 정서적 발달
(1) 아직 비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공포감이 남아 있으며, 학교생활
에 따르는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안감 등이 있을 수 있다.
(2) 학교생활을 하면서 사회관계의 범위가 넓어져 욕구의 좌절이나 친구로부터
의 놀림 등으로 인한 분노감이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
(3) 동성의 친구에게 강한 애정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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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기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의 이해
가. 청소년기 전기(12세~18세)
1) 신체적 발달
2차 성징이 발달, 성적으로 성숙하여 성인에 가까운 신체가 된다.
2) 인지적 발달
(1) 추상적 사고가 가능 : 자신의 사고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사물들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을 세울 수 있게 된다.
(2) 추상적 사고의 발달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끼칠 수 있
다. 이상에 비추어 현실을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며, 과도
한 불안을 경험할 수도 있다. 자기비판이나 자기성찰이 지나치게 되면 열
등의식이 강화될 수도 있다.
(3) 청소년기 사고의 발달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에 의하여 촉진된다. 이질
적 구성원을 만나게 되는 다양한 경험이 증가하며, 그 결과 자기중심적 사
고의 감소를 가져온다.
3) 사회적 발달
(1) 또래집단 : 아동기의 친구보다 더 다
양한 성원들로 이루어진 친구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성인기 집단경험의 전
초적 경험이다.
(2) 이성 관계 : 동성의 친구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성관계가 관심사로 떠오르
게 된다. 이 시기에는 이성관계가 주로 집단 간의 관계이며 앞으로 이성
관계에서의 행동요령에 대한 실험 단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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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서적 발달
(1) 감정이 강하고 그 변화가 심한 단계이다.
(2)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불안하고 고독한 정서에 빠지기 쉽다.
(3) 이 시기의 급격한 정서변화를 지나치게 억압하거나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
아들이게 되면 사회적 고립이나 우울증과 같은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정
서변화에 대한 통제가 없이 지나치게 충동적으로 반응하면 비행행동으로
흐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자신의 급격한 정서변화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이에 대해 고민하고 반응하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나. 청소년기 후기(18세~22세)
1) 신체적 발달
신체적 성숙이 완성되며 이 시기에 신체적으로 활기, 힘, 건강의 최고 수준을
보인다.
2) 인지적 발달
(1) 지능검사 개념에 의한 인지적 능력은 10대 후반에 최고조에 달한다.
(2) 하지만, 인지발달은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진 것으로 각 측면에 따라 인지발
달은 약간씩 차이가 있다. 기계적인 암기나 지적 과제의 수행능력은 10대
후반에 가장 뛰어나지만, 판단이나 추론, 창의성 등과 같은 인지능력은 전
생애를 통해 발달한다.
3) 가족으로부터의 독립
(1) 신체적 발달이나 인지적 발달, 사회적･정서적 발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2) 그 이전 단계까지의 발달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준비단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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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의 이러한 자율성 획득에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부모는 가족의
틀 내에서 청소년이 자신의 독자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성 역할에 대한 정체감
(1) 아동기에 친밀한 동성친구와의 경험을 통해 적절한 성 역할에 대한 친구간
의 규범을 알게 된다.
(2) 청소년기 초기에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를 자신의 성역할에 대한 정체감에
통합하게 된다. 즉, 신체적 변화를 자신의 자아개념 속에 받아들여 자아개
념의 일부로 형성해야 한다.
(3) 청소년기 호르몬의 변화가 생식능력과 함께 성적 충동을 갖게 한다.
(4) 청소년기 후기에 이르러 성인 남녀에게 주어지는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접하게 된다.
5) 직업에 대한 준비
(1) 청소년기 후기는 직업선택을 위한 준비과정이다.
(2) 직업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개인적인 관심과 능력, 부모나 중요한
사람들의 기대 등을 들 수 있다(직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 직업의 수요와
공급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
6) 자아정체감 확립
(1) 자아정체감이란, 자신의 독특성에 대한 비교적 안정된 느낌을 말하며 개별
성, 통합성, 연속성(또는 계속성)의 차원을 갖는다. 개별성이란 나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라는 인식을 말한다. 통합성이란 자신의 행동
이나 태도 등이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으며 통합되어 있다는 인식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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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속성이란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동일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말한다. 여기에 한 가지 차원을 더 덧붙인다면 바로 위에서 논의한 성적
역할에 대한 정체감을 추가할 수 있다.
(2)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해서는 자신의 신념, 가치관 등에 대한 고통스러운
의문제시가 선행되어야 하며 따라서 일종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자신이
경험한 많은 요소들을 모아 통합된 명확한 자기정의를 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혼란과 우울증을 경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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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호아동 청소년 인구학적 상황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0년 63만 4천 501명이었으나 2017년은 35만 7천
771명으로 43.6%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로 국제간 합계 출산율을 비교했을 때
2050년 출산율은 1.63명으로 이스라엘 2.37명, 미국 1.91명, 영국 1.86명, 일
본 1.70명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합계출산율이 낮아졌다가 증가하더
라도 가임여성인구의 감소 때문에 출생아 수는 32만 명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반면 2000년 사망률은 246,163명이고 2017년 280,534명으로 13.9% 증
가했다. 결과적으로 2017년 자연증가(출생-사망)는 7만237명으로 전년(13만
262명)보다 6만25명 감소하여 통계 작성(1970년) 이래 가장 낮았다(통계청,
2017). 그러나 요보호아동의 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요보호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
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
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2조) 이러한 아동들에게는 국가
의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시설입소, 가정보호(입양, 가정위
탁) 등의 형태로 요보호아동을 위한 보호를 하고 있다.
2020년에 신규로 발생한 요보호아동 수는 총5,053명이며 933명은 귀가 및
연고자에 인도되었고, 나머지 4,120명이 국가가 보호하는 요보호아동이다.
요보호아동이 발생한 원인은 아동학대 및 가족빈곤, 부모사망이나 질병, 이혼
등 가족 내 상황으로 발생하였으며, 학대에 의한 아동이 1,76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가족 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요보호아동의 보호형태는 크게 시설보호와 가정보호로 나뉜다. 시설보호에는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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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정보호는 소년･소녀가정, 입양, 가정위탁 보호가 있다. 전반적으로 시설보
호가 가정보호보다 약간 더 많은 상황이다. 시설 보호 중에서는 양육시설 입소가
가장 많고, 공동생활가정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정보호는 가정위탁이 가장 많고, 소년･소녀가정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 입
양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국제적으로 가정 내 보호가 권장되고
있고, 시설에서 보호하더라도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소규모보호가 바람직한 것으
로 보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우리나라도 가정위탁과 공동생활가정을
강화하고 있다. 입양의 경우는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로 급격히 입양 수
가 줄어들었으며,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최근 국외 입양보다
국내 입양 수가 더 증가하고 있다(여가부, 2015).
표 2

요보호아동 발생원인 및 아동 조치내용

(단위: 명, 기준)

요보호아동의 발생원인
계

4,120

미혼모･부
유기 (혼외자 미아
포함)
169

466

비행가출
부랑아

학대

468

1,766

11

부모
부모
부모실직,
부모
교정
사망
빈곤
시설 이혼 등
질병
입소
181

354

166

539

조치내용
시설입소
계

양육
시설

4,120 1,131

가정보호

일시
보호
시설

자립
지원
시설

보호
치료
시설

공동
생활
가정

342

20

452

714

기타

소년
소녀
가정

입양

68

0

88

출처 : 보건복지부, 2020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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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입양전
위탁 위탁
1,068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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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호아동･청소년 특성과 욕구
1. 역량강화가 필요한 아동
가.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 아동2)
1) 학교폭력의 개념
ʻʻ학교폭력ʼʼ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
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
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률 제2조)
2) 가해 아동 유형
(1) 공격적 가해자
또래들보다 더 힘이 세거나 덩치가 크고 더 많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놀리기부터 시작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로는 폭력 수준을
높인다. 다른 사람을 지배할 때 자신이 강하다고 느끼며, 자신에 행동에 책임
을 지지 않으려 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화나게 만들었다고 비난한다.
(2) 수동적 가해자
주로 공격적 가해자들의 행동을 따르고 지시에 순종한다. 스스로 먼저 폭력을
시작하지는 않지만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불안감이 높고 폭발적으로 화

2) 청소년 학교폭력, 김헤원(2014), 괴롭히는 아이, 당하는 아이, 구경하는 아이, 바버라
콜로로소(2014), 학교폭력 가해/피해 청소년 부모 지침서, 한국청소년상담원(2012)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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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편이고 또래들로부터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아 공격
적 가해자와 친구가 되려고 애를 쓴다. (ex 교내폭력서클의 금품 상납구조 등)
3) 피해 아동 유형
(1) 복종적 피해자
공격, 모욕, 괴롭힘을 당할 때 대응이나 보복하려 하지 않고, 고립되거나 사
회적으로 철회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신호를 상대에게
보내 피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인해 친구를 사귀려는 시
도를 하지 않고 괴롭힘 당하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
(2) 도발적 피해자
주변의 사람을 짜증나게 함으로써 피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4) 가해-피해 아동
순수가해자와 달리 자신 또한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이 있는 아동, 많은 수의
아동들이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하거나 혹은 동시에 경험한다. 매우 공격성이
높아 어떠한 가해자보다 공격적일 수 있다. 불안정하게 행동하고 또래들로부터
호감을 받지 못한다. 즉각적이고 쉽게 화를 낸다.
5) 방관 아동
나와 상관없다. 어느 편도 들고 싶지 않다.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다. 나는 다
시 당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저 분위기를 따르는 것이다. 관심 없다. 피해자에
게도 문제가 있다. 라를 생각을 하면서 관찰하거나 방관하는 다수의 군중들 이
들 역시 동조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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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교폭력의 원인
공격적인 개인의 생물학적, 유전적 특성, 신체적 조건, 낮은 자아존중감과 부
정적인 자아개념, 사회성 및 대인관계 능력, 가정환경, 또래관계, 학교의 구조적
물리적 요인 등 다양한 환경적 영향에 의해 발생
7) 학교폭력의 복지실천 방법
(1)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2) 가해자 예방 교육
1. 규율에 따라 즉시 개입한다.
2. 선한 일을 할 기회를 만든다.
3. 공감 능력을 키워준다.
4. 적극적이고 공손하면서도 평화로운 방식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교 기술을 가르친다.
5. 즐기는 TV프로그램과 비디오 게임, 컴퓨터 활동, 음악 등을 늘 주의 깊게
관찰한다.
6. 더 건설적이고 재미있으며 정력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한다.
7. 선한 의지를 갖도록 가르친다.

(3) 학교폭력 대상 아동의 가정은 구조적 및 기능적으로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모교육을 통해 안정된 가정을 유지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4)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5) 상담과 치료 : 집단상담,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등
(6)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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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학교폭력 관련 기관
기관명

가능 서비스

연락처

이용방법

CYS-NET
위기 상담전화

심리상담 및 치료

1388

24시간운영
위기전화상담

안전드림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학교폭력피해자 등
긴급지원

117

24시간운영
위기전화상담

학교폭력SOS지원단
(학교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전문 상담

1588-9128

전화, 법률상담

070-7165-1071

위기지원(현장출동)

Wee 센터

학교폭력 긴급전화

1588-7179

전화, 온라인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132

방문상담

나. 장애를 지닌 아동3)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
한 제약을 받는 초등학교 학동기 아동인 만 12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1) 아동의 장애유형
(1) 자폐성장애
자폐성장애란 신체적 발달이나 외모는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어
울리지 못하며 말이 늦고, 비록 말을 하더라도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으며, 특
정의 행동이나 놀이를 반복적으로 되풀이 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이소희(2005) 교수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 특수 교육 진흥법 및 DSM에 공통적
으로 포함된 장애 종류를 재구성하여 분류하였다. 이하는 이소희의 장애인 아동에 대
한 분류와 설명을 발췌하였다. pp.25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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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ADHD :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아동은 주의력결핍과 과잉활동 충동성 등의 문제를 가지며 6개월 이
상 지속, 증상일부는 반드시 7세 이전에 나타난다. 이런 증상으로 인해 사회적
혹은 학습기능의 장애를 일으킨다. 학령기 아동의 약 3-5%가 해당되며, 이중
에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3-4배 가량 많다.
(3) 품행장애
품행장애란 타인의 권리나 입장을 침해하거나 그 나이에 적합하게 기대되는
기준 또는 규범을 깨는 행동을 반복적･지속적으로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한편
반사회적 인격 장애, 약물남용, 기분장애, 과잉 운동증, 정신분열증, 학습장애,
대뇌손상, 정신지체, 내적 심리 갈등 등이 품행장애의 원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
(4) 학습장애
학습장애란 여러 가지 학습기술 특히, 읽기와 쓰기 및 산수능력 등의 습득과
수행에 결함을 나타내는 상태를 말한다. 그렇지만 ʻ학습지진ʼ이나 ʻ학습부진ʼ과
는 질적으로 다르다. 주로 아동기에 나타나며 10-15%정도의 출현율을 보인
다. 그러나 반드시 지능검사와 특정기술에 대한 표준화된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
(5) 적대적 반항장애
적대적 반항장애란 뚜렷하게 반항적이고 불복종적이며 도발적인 행동을 보
이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규칙을 어기거나 혹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반사회적 행동, 공격적 행동이 두드러지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 3세경부터 나
타나기 시작하지만 대체로 소아기 후반이나 청소년기에 주로 나타나고 만성적
결과를 밟으며, 성인이 되어서 수동공격형 성격장애로 발전할 수 있고 학업실
패의 합병증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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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안장애
불안장애란 지나친 공포와 걱정, 공포성 회피, 전반적 각성과 기대불안, 공황
발작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특히 언어표현을 하기 전에는 행동으로 표현하
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불안은 남자 아동에게서, 회피와 공황 등과 같은 불안
장애는 여자 아동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 원인으로는 생물학적 변인과 심리
학적 변인을 들 수 있다.
(7) 아동기 우울증
아동기 우울증이란 일반 다른 아동에 비해 슬프게 보이고, 잘 울고,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느리며, 대체로 수면 및 식사장애를 수반한다. 양극형과 단극형으
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조울증과 우울증이 교대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후
자는 우울증만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전문검사가 필요하다.
(8) 틱과 뚜렛 증상
① 틱
틱이란 불수의 운동이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태
를 말한다. 소아청소년기에 나타나고 가장 흔한 것으로 눈 깜박이는 것에
서부터 머리, 몸통, 사지를 움직이거나 음성틱 등이 있다. 일과성 틱장애
는 일시적인 억제는 가능하지만 다시 나타나게 된다. 어떤 일에 몰두하면
줄어들고 드물게는 소멸되었다가 뚜렛 증상으로 재발하는 경우도 있다. 만
성틱이란 틱증상이 최소 일 년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하며 만성적 경과를
갖는다.
② 뚜렛
이는 여러 가지의 틱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타인의 동작을 따
라 하는 것, 자신의 말이나 단어를 반복하는 것, 욕설을 하는 것, 다른 사
람의 물건을 건드리는 것 등의 부수적인 증상이 같이 있을 수 있다. 불특
정 뇌파 이상, 약한 신경학적 이상, 중추신경계의 미약한 심리검사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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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유아기의 과다행동, 기질적인 이상들이 관련이 있다. 2세 이후에 나타
나기 시작하여 13세 이전에 거의 발병된다. 대개 평생 지속되지만, 발달
과정 중이나 어른이 되기 전에 완전히 낫는 경우도 있다. 남아에게 더 흔
히 나타나며 가족적 성향도 있다.
(9) 과몰입 및 증독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몰입하는 경우, 특정한 한 가지에 폐쇄적으로 행동
하는 경우, 유해물질에 의한 중독 등으로 인해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 사회적
또는 직업상의 기능 장애 등을 나타낸다.
(10)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학습, 추론, 문제해결 등의 전반적인 지적 능력의 저하가 따르며, 일상생활에
서 배우고 행하는 개념적 (돈, 시간, 수 개념), 사회적 (대인관계 기술, 사회적
역할수행, 자존감, 규칙을 따르고 법을 지키기, 이용당하지 않기), 실행 기술
(일상적인 자기관리, 작업 기술, 건강관리, 계획세우기, 전화사용) 등에도 어려
움을 보인다.
(11) 정서문제(자해, 조현증상)
정서적 표현의 부족･왜곡･양극성 증상 등 정서적 측면에서의 높은 불안정함
과 조절력의 어려움을 보인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처럼 청소년 자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SNS에 자해사진을 올리고 ʻ좋아요ʼ를 누르는 청소년들고
많습니다. 청소년기는 감정과 행동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강해지지만 이를 제
어하고 조정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09. 아동･청소년 이해

2021 사회복지과정

다. 학대받는 아동
1)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2) 학대의 유형과 특징4)
(1) 방임5)
방임은 부모나 기타 아동의 복지에 책임이 있
는 사람이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
를 소홀히 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방임은 신체적 방임, 교육적 방임, 정
서적 방임 및 유기로 구분될 수 있다.
* 유기 :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2) 신체적 학대
아동에게 고의적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 파열, 기능의 손상 등이 포함된

4) 이순형 외(2007) 아동복지이론과 실천, pp.277~278에서 발췌하였음.
5) 신체적 방임은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필수적인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으
며 기타 유해한 환경에 장시간 방치하는 행위로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방임의 형태
이다. 교육적 방임은 아동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것이 포함되며, 아동에게 무신경하여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불안, 위축, 산만, 분노
등의 정서를 조장하여 정시발달을 위협하는 상태가 정서적 방임에 해당된다. 유기란
아동을 고의적으로 버리는 것으로 방임의 극단적인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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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체적 학대는 한 번의 사건으로 발생하거
나 오랜 세월을 두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
다. 우리나라에서는 훈육의 이름으로 거의 대
부분이 체벌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안동현,
1994). 그러나 부모나 보호자가 훈육을 목적
으로 한다고 하여도 아동에게 신체적인 손상을
입히는 체벌은 신체적 학대에 포함된다.
(3) 성적학대
성 학대는 부모나 성인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아동이 성인의 성적인 신체
부위에 접촉 또는 성관계를 맺도록 하거나 사회적 금기에 위배되는 성적 활동
에 개입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성적학대는 성기노출, 강간 등의 성폭행과 가족
구성원 내에서 발생하는 성적 학대인 근친강간, 매매춘, 포르노 매체에 배우로
출연, 포르노물 판매 행위 등과 관련된 성적 착취 등이 포함된다.
(4) 정서적 학대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
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언어적･정신적･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구체
적인 정서학대 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 아동에게 욕설을 퍼붓는 행위
② 감금행위
③ 집밖으로 내쫓겠다고 하거나 원망･거부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④ 아동발달 수준에 적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기대로 아동을 괴롭히는 행위
⑤ 삭발시키는 행위
⑥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다른 아동과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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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아동학대 유형별 피해아동 현황

(단위 : 명, %)

자료 : 아동권리보장원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아동학대 유형별로 피해아동 성별을 살펴본 결과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사
례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각각 약 7.2%p, 0.2%p, 4.2%p 높았다. 성학대 사례
에서는 여아가 49.0%p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표 5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자료 : 아동권리보장원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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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역할의 강화가 필요한 아동
가. 계부모아동6)
1) 계부모의 개념
계부모는 재혼가족, 재결합가족, 혼합가족, 복합가족, 재활용되는 부모 등의
용어들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계모는 의모, 후모, 의붓어머니, 새어머니(새엄마)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계부는 의붓아버지, 새아버지(새아빠)로 불리고 있다. 이와 같이 계부모
-자녀관계는 성인과 그들 중 한쪽 혹은 양쪽에서 나온 자녀들로 이루어진다.
2) 계부모아동을 위한 복지실천의 지향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인 부부가 합심 노력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정
상적인 가족의 원형으로 보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계부모는 한 부모 형
태라는 구조적 결손형태에서 구조적 정상형태로 복귀한 것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부모 아동을 위한 복지실천의 기본적 지향은 문제 중심의 가
족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지만 정상화된 부모 및 가족
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수용과 긍정이며, 이를 통한 부모역할의 강
화를 통해서 보다 수월하게 부모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3) 계부모아동을 위한 복지실천방법
(1) 법적기반조성
현재 계부모는 법률상 아무런 권리가 없다. 여기에는 개정법의 구조상 계모

6) 이소희(2005), 아동복지론, pp.326~332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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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존재하는데,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공동으로 친권
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부가 본처가 있거나
재혼을 하면 친권자가 세 사람이 되어 친권행사에 큰 혼란이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ʻ부모는 두 명뿐ʼ이라는 사고에서 탈피하여 계부모를 부가적인 부모로
서 개념화한다면 계부모에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법적인 보호자 역할을 하는
권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대개의 계부모가 아동양육에 끼치는 긍정적 기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계부모가족을 지지해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2) 지역복지실천
계부모아동을 위한 지역복지실천은 어떠한 조직적 접근이 아니라, 계부모 환
경에 대한 바른 정립이다. 이러한 과제는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빠른 시
일 내에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혼 및 재혼의 증가추세를 볼 때,
그리고 가족이기주의의 경향을 볼 때 가장 희생적인 약자가 될 대상은 역시
미성숙한 아동이다. 따라서 가능한 TV, 영화, 비디오 등을 통한 대중전달매체
는 계부모가족을 생각하게 하고 계부모가족의 전형적 문제와 행복한 모습을 제
시하여 그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맞벌이 부모아동7)
2018년 기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수는 440만 7천 가구로,
고도 산업사회로 급속히 이양하면서 많은 어머니들은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위해
또는 자아실현을 위해 직업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대부분의
어머니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맞벌이 가정의 부
모는 자녀양육과 직장생활을 잘 양립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조정해야 하고 특히
사회는 전통적으로 어머니가 담당해왔던 자녀양육의 역할을 보충할 수 있는 각
종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이소희(2005), 아동복지론, pp.33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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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벌이 부모의 아동을 위한 복지실천방법
(1) 법적 기반과 행･재정적 실천
① 출산휴가제도 : 산전･후 유급휴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건강보존
을 위해서 실시되고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휴가기간이 짧은 편에 속한다.
② 육아휴직제도 : 여성근로자의 직장생활과 자녀양육,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
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조치이고 최근에는 아버지인 남성근로자도 청구가 가
능하다.
③ 보육제도 : 맞벌이로 인하여 아동의 직접적인 양육에 결함이 발생한 어머니
의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2) 맞벌이부모의 아동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① 보육서비스
맞벌이 부모의 자녀가 부모가 일하는 낮 동안에 신체적으로 안전하게 보
호받고 필요한 생리적 욕구, 식사와 간식, 배설, 낮잠 등의 욕구를 충족시
킬 수 있도록 해주며, 또한 방과 후 보육이나 24시간 보육을 실시하는 시
설을 이용하여 하루 중 어느 때라도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부모교육과 상담
보육시설에서의 부모교육과 상담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부모가 아
동의 성장발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아동의 신체발달을 조장할 수
있으며, 부모가 양육에 대한 신념과 안정감을 갖고, 자녀양육에 따른 문제
에 대한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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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부모아동8)
1) 한부모의 개념
부모 중 한쪽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로 인하여 어느 한쪽 부 혹은 모와 그
자녀가 살게 될 때 아동의 입장에서는 편부모를 둔 것으로 된다. 최근 들어 편부
모라는 용어에 부정적이고 결손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 보다 긍정적인 의미로
인식하기 위하여 ʻ한 부모ʼ라는 용어를 통일하여 쓰는 추세이다.
그 형태는 부자 한 부모, 모자 한 부모로 나눌 수 있으며 그 발생 원인에 따라
사망, 이혼, 별거, 유기가족, 미혼모가족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2) 한 부모아동을 위한 법적기반과 행･재정적 실천
한 부모가족이 갖는 경제적 빈곤과 자녀의 정서불안, 가사노동의 어려움을 비
롯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는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결과적
으로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한 부모는 부모역할상의 문제로 인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그들의
역할에 대한 결핍을 보충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은 거의 최저생활보장의
차원이므로 여러 가지 아동복지적 및 가족복지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1) 법적기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부자 복지법
(2) 공공부조차원의 정책 : 주택우선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우선허가 조치,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자녀학비지원, 아동양육비지원, 생업자금융자
(3) 시설 :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부
자상담소

8) 이소희(2005), 아동복지론, pp.35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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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문화가정자녀
1) 다문화가정의 개념 및 현황
부모의 결혼이민으로 인한 경우 및 귀화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정으로 현
재 33만가구(가구원101만명)로 전체 가구대비 1.7%(가구원 2%)를 차지하며,
국제결혼 증가로 다문화가족 증가추세이다.
결혼이민자･귀화자의 10년 이상 거주 비율이 ʼ15년 47.9%에서 ʼ18년 60.6%
로 12.7% 증가하는 등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국내체류가 장기화되며, 본격적인
청소년층 진입이 시작되는 학령기 자녀 비율이 증가하고, 전체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비중도 지속 증가 추세이다.
9세~11세 비율은 ʼ15년 30.7% → ʼ18년 45.8%(2018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이며, 다문화학생 비중은 ʼ10년 0.44% → ʼ19년 2.5%(2019 교육기본통계)이
다.(여성가족부, 2020 다문화가족시행계획)
여성 82.7%, 남성 17.3%이며, 결혼이민자･귀화자 85.2%, 기타 귀화자는
14.8%이며, 다문화가정의 국적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한국계(31.1%)
이 가장 많고 다음은 베트남(23.4%), 중국(19.3%), 필리핀(6.2%), 일본
(4.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8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
구, 2019)
만 9세에서 24세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 49.3%, 남성
50.7% 로 남성이 1.4%p 더 많다. 이처럼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다소 더 많은
것은 외국 거주 경험이 있거나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 중 여성(46.3%)보다
남성(53.7%)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령기에 해당하는 만 9~11세가 45.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중학교 학령기인 만 12~14세 24.1%, 고등학교 학령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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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17세 16.4%, 만 18세 이상 13.8%의 순을 보인다. (여성가족부, 2018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2019)
2)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1) 언어적 어려움
다문화가정의 대다수가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으로 자녀 학습지도에 대한 어
려움이나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2) 경제상태
다문화가정의 소득수준을 살펴본 결과 월 평균 가구소득은 100~200만원 미만
이 38.4%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도 21.3%로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초등기 자녀를 둔 가정은 경제상태에 따른 교육의 어려움
을 토로하고 있으며 학원비 등의 지출을 하기 어려워하는 형편이 대부분이다.
3)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내용
(1) 시설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2) 다문화가정지원 행정기관 등 : 다문화포털 ʻʻ다누리ʼʼ 운영 등

3. 전환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가. 가출청소년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적어도 하루 이상 집을 나간 청소년을 말한다. 과
거 청소년가출의 원인을 청소년의 개인적인 면에 초점을 두었다가 최근에는 가
정환경이나 모든 환경들을 고려하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
인 요인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가출은 집 밖으로 내보내는 방출요인(가정이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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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요인), 집 밖으로 끌어내는 유인요인(사회환경적 요인), 가출행위를 유발시키
는 촉발요인(충동, 친구 요인) 등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작용에 기인한다. (구혜
영, 2014)
1) 가출 경험
2016년 최근 1년간 가출을 경험한 학생은 2.7%로 남학생(3.3%)이 여학생
(2.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출의 원인은 ｢부모님 등 가족과의 갈등(74.8%)｣이 가장 많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8.0%)｣, ｢공부에 대한 부담감(6.1%)｣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7 보도자료)
2) 가출 원인
표 6

청소년 최근 1년간 가출 경험
가출의 원인(%)

가출 가출에 부모님 가정 학교에 공부에 친구나 자유롭게 사회
2016년
등
경제
경험을
경험 대한
다니기 대한 선후배의 살고
기타
호기심 가족과의 형편이
쌓고
싫어서 부담감 권유로 싶어서
으로
갈등 어려워
싶어서
청소년

2.7

1.8

74.8

1.2

4.7

6.1

1.2

8.0

0.3

1.9

남자

3.3

1.8

73.0

1.8

4.8

6.1

1.9

7.1

0.5

3.0

여자

2.1

1.7

78.0

0.0

4.4

6.2

0.0

9.7

0.0

0.0

자료 : 여성가족부, 2016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 / 최근 1년간 가출 경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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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출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문제9)
(1) 가출청소년은 우울, 불안, 두려움, 분노 등 심리적 문제가 있다.
(2) 의식주의 보장 없이 불규칙한 생활과 영향결핍, 음주, 흡연, 약물남용 등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불가피 하며, 성문제에 노출될 가능성도 많다.
(3) 가출은 비행의 한 부분이며, 남자는 절도, 강도, 약물판매 여자는 윤락행위
로 연결된 가능성이 높다.
(4) 주거문제로 인해 노숙으로 이어지고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
4) 가출청소년을 위한 복지서비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지원하는 쉼터는 2015년 9월 여가부 통계로 일시쉼터
는 26개소, 단기쉼터는 52개소, 중장기쉼터는 4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쉼터의
유형별 기능은 아래 표와 같다.
표 7

쉼터의 유형

구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기간

24시간 이내 일시보호
(최장 7일까지 연장 가능)

3개월 이내 단기보호
(최장 9개월까지
연장 가능)

3년 이내 중장기보호
(필요시 1년 단위
연장 가능)

이용
대상

일반 청소년,
거리생활 청소년

가출 청소년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 청소년

•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 가출 청소년 문제해결을 •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기능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위한 상담치료서비스 및
예방활동 전개

9) 구혜영(2013)의 청소년복지론. pp.304~305에서 발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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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 가출 청소년 구조･발견, • 의식주 및 의료 등 보호

청소년쉼터와 연결
•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 제공
• 가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가출 청소년 분류,
연계･의뢰 서비스
제공 등

전환형, 가족형, 자립형,
치료형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위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 유동지역)

주요 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자료 : 여성가족부(2015)

나. 원조교제10)
원조교제는 대체로 ʻʻ미성년자가 성인과 교제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일종의
사적 매매춘을 지칭한다ʼ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상 만 16세 이상의 소녀와
18세 이상의 소년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의 성적 행위도 사회적으로 허용되고, 혼인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적
행위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그런데 원조교제는 주로 중･고등학교에 다니거나 이를 중퇴한 10대 소녀들이
금품을 목적으로 성인들과 성관계를 맺고 이러한 매매춘이 전화방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확산되기에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10) 이용교(2004), 한국청소년복지, pp.150~154에서 발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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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조교제를 부추기는 환경
사회가 술을 권하는 환경이 있듯이 원조교제를 부추기는 환경도 존재한다. 급
속히 확산되는 성의 개방풍조, 잘 놀기 위해서는 술, 춤, 그리고 섹스가 필요하
다는 향락분위기, 늘어나는 생활비에 늘 부족한 용돈, 성적 서비스를 강요하는
아르바이트, 그리고 건전한 청소년 노동시장의 부재 등이 얽혀서 청소년을 원조
교제로 몰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2) 원조교제의 대안모색
첫째, 성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성교육을 실시한다. 자기의 몸과 성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하는 실용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또래 간의 이성교제를
장려한다. 셋째, 청소년이 경제적으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
청소년이 저렴한 가격으로 놀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있다면 성인들의 원조
에 의존하지 않고도 또래끼리 놀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방임된 어린이와 청소년
을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하고, 가출한 청소년을 보호하는 ʻ청소년쉼터ʼ를 확대
시킨다. 다섯째, 원조교제에 대한 거시적인 대책은 청소년노동시장을 보호하고,
성적 서비스를 강요하지 않는 근로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다. 은둔형 청소년
1) 정신분열증･우울증 동반 많아
외톨이 증후군은 1970년대부터 일본에서 ʻʻ히
키코모리ʼʼ라는 이름으로 처음 사용됐으며 1990
년대 말부터 사회문제가 된 증상이다. 한국에서
도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가 2007년 2월 실태
조사 보고서를 낼 정도로 늘고 있다. 이 증후군은 정신분열증, 성격장애, 우울증
등 전통적인 정신질환의 범주에 들지 않는 새로운 정신과 질환이다. 타인과 대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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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촉이 없었던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환자인지가 판정되는데 일본에선
6개월, 한국에서는 3개월 이상이다.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가 2006년 은둔형 외톨이 환자 32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75%는 일주일 동안 만난 사람이 없다고 대답했다. ʻʻ많은 사람을 상대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ʼʼ, ʻʻ간섭받기 싫어서ʼʼ 등이 그 이유였다.
2) 야단치거나 윽박지르면 상태 더 악화
외톨이 증후군이 의심되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학교 적응에
실패하고 또래 관계가 불편한데도 부모가 자녀를 윽박지르거나 가족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외톨이의 공격성향이 강화될 수 있다. 많은 외톨이 증후군 환
자가 다른 정신질환도 겪기 때문에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으면 약물만으로
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가족의 노력도 필요하다. 할아버지, 할머니 등 대가족을 만나게 하거나 또래관
계를 주선해 주는 일도 필요하다. 집단따돌림으로 외톨이증후군이 나타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의 학교생활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외톨이증후군 환자에게는 윽박지르는 식의 대화는 좋지 않다. 아버지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어머니는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 날씨, 연예, 식
사, 취미 등 가벼운 대화를 통해 가족 간의 대화를 회복하는 게 좋다. 영화 관람
을 주도하게 하는 식으로 자녀가 사소한 일에 책임을 지도록 연습시켜야 한다.

라. 청소년 사이버 도박
2019년 현재, 청소년 사이버 도박은 어느새 사회적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온라인 이라는 가상공간에서 복잡한 인증절차 없이 휴대폰 통화 한 번이면 가입
이 가능하며, 이렇게 가입한 사이버 도박에는 청소년들이 손쉽게 빠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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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방임방식의 ʻ실시간 게임ʼ을 진열해 놓고 있다. 청소년들은 ʻ스포츠 토토ʼ
는 물론 ʻ타조ʼ, ʻ달팽이ʼ, ʻ사다리ʼ, ʻ그래프ʼ와 같은 초 단기성 게임으로 하루에도
수 회, 수십 회를 학교와 가정에서 하고 있다.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청소년 사이버 도박의 문제는 도박 자체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도박을 위한 아르바이트는 물론 친구나 선배를 통해 높은
이자를 불러가며 스스로 ʻ빚쟁이ʼ를 자처하기도 한다. 심지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ʻ대리입금ʼ 이라는 불법 돈놀이에 발을 들이게 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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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관련 서비스 및 사례11)
1. 지지적 서비스
지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기관은 상담 사업을 통해 부모나 자녀의 역
할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부분적으로 원조하는 데 초점을 둔다. 즉, 별거나
이혼, 유기 등의 가족 내 균열 및 해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가정 내 가족관계의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아동이
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지지적이고 수용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
하고 유지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다.
표 8

지지적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가족복지사업 가족해체･붕괴･가족 구성원의 역기능 수행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사업
학교사회사업

학교에서 아동이 그의 능력과 기능을 성취함에 있어 방해가 되는 사회적･정
서적 문제를 아동이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수행되는 사업

근로아동
복지사업

근로 아동의 취업활동, 근로환경개선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직업훈련･특별학급 및 산업체학교 운영 등이 포함
• 가정 내에서 부모와 아동이 바람직한 관계를 가지며 행복할 수 있도록 지

상담사업

미혼부모
복지사업

지･강화해 주는 사업
• 부모나 아동의 면접을 통한 상담서비스･가족면담･유사한 문제에 관심 있
는 여러 가족들의 모임 주관, 공공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상 등이 포함
법적인 혼인관계 이외의 남녀관계에서 자녀를 갖게 된 여성과 남성 그리고
그 자녀가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활동 및 미혼부모의
발생을 예방하는 교육적 활동사업

11) 이순형 외(2007).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pp.139~146에서 발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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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완적 서비스
보완적 서비스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하여 부모나 가족의 힘만으로는 적절한
아동양육 수행이 어려운 경우, 부모가 수행하기 어려운 양육 기능의 일부를 보
조･보충해주는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즉, 가정 및 가족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부적절하고 부족한 부모의 자녀양육 역할을 대행하거나 도와주는 것이다. 부
모의 실업, 질병, 장애 뿐 아니라 가족의 재정적 곤란 등을 보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표 9

보완적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소득보완사업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실업으로 무능하여
가정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경우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에서 연대책
임을 지고 공적 부조와 사회보험을 통해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해 주는
사업

가사조력서비스

어머니의 사정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어렵거나 가사를 적절히 처리할 수
없을 때 사회사업기관에서 파견된 가사조력원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
는 사업

보육사업

보호자가 근로, 질병 기타 사정으로 아동을 보육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
자의 위탁을 받아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신체적･정신적･교육적 발달
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해 주는 사업

20세 미만으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의 성격상 또는 환경적 요인으로
비행아동복지사업 범죄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비행 아동을 대상으로 비행행동을 예방하
거나 교정하는 사업
신체장애, 정신박약, 정서장애 아동에게 의료적･직업적･교육적･사회
장애아동복지사업 적･심리적 재훈련을 통합적, 협동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가능한 한 각 개
인의 기능 회복을 최대한 도모하는 사업
아동보호서비스
404

신체적･정서적･도덕적･의료적･교육적･성적･지역 사회적 측면에서 유
기 및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보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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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적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부모들의 이혼, 사망, 유기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거나 파괴되었다든가 또는 가
정환경에서 지낼 수 없는 문제행동을 갖고 있는 등 정상적인 부모-자녀관계를
유지하기 불가능하여 부모와 함께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경우, 사회가 부모의
양육기능을 전적으로 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때 제공되는 아동복지사업은
대리적 서비스 기능을 갖는다.
표 10 대리적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가정위탁 사업

시설보호에서의 미비점을 보충하기 위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어떤
계획된 일정 기간 동안 대리가정에서 보호･양육 받도록 하는 사업

입양 사업

행정적･법적 권한에 의해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친자 관계를 형성
시켜 줌으로써 인위적으로나마 아동이 가정 안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시설보호 사업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 부모를 전적
으로 대리하여 아동을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집단 보호하는 사업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보호자와 함께 가정 형
태를 구성하여 생활하도록 하는 새로운 보호사업. 생활교사 2명이 7명
공동생활가정 사업 의 아동･청소년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 보호 형태를 통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내 사회적응능력
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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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기청소년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표 11 위기청소년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상담 자원봉
사자와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운영, 청소년･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와 법률･의료 지원 및 일시보호
지원,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등이 있다.
2015년 서울 25개의 센터를 포함 전국 210개가 운영중(2015년 10월
기준)

지역사회 내 청소년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정과 사회로 복
CYS-Net
귀･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동반자가 우울증, 가출, 폭력피해, 인터넷 중독 등 보다 심화된
위기 상황에 직면한 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
년들을 돕는 서비스로 생계비와 숙식제공, 건강검진 및 치료, 중･고등학
교 검정고시의 교육비용, 취업을 위한 훈련비, 위기상황 법률상담 및 소
송비용,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초기상
담 및 욕구파악에서부터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생활보호시설로 의식주 제공 등 대체가정의 역할
부터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가출 청소년 특화시설
로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한다.

아동복지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신
아동보호전문기관 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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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는 매우 다양하고 그들의 상당수는 이동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지역의 편의시설 부족은 거주와 이동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여
지역사회 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 활동
지원 서비스의 제공은 사회복지대상자와 보호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일상생활 활동지원 서비스 이해｣ 교과목은 일상생활 및 활동지원(보조)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보조기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사회복무요원 본인이 근무하는 시설
이용자 보조 및 사회복지대상자들이 도움을 청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장애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게 되면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통해
기능을 회복시키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를 재활이라고 한다. 따라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재활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함
으로써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재활활동을 할 때 보조자로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1. 일상생활(이동보조) 지원 서비스 기술 및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일상생활(이동보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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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상생활 활동지원 서비스의 이해
1. 일상생활수행능력 이해
가.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일상생활활동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권리이자 욕구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지원의 목적은 다양한 질병과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사
회복지대상자를 지원하여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
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상생활지원의 척도가 되는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은 신체적(ADL)과 도구적(Instrumental ADL)로 구분된다. 신체적 ADL
은 가정이나 요양원 같은 제한된 장소에서 자신의 신체를 돌보는 기술과 행위로
정의되며, 옷차림, 식사, 대소변 가리기, 화장실 사용, 의자와 침대 간 이동, 걷
기, 계단 오르기, 목욕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활동을
의미한다(kemp & mitchell,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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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적 ADL(Instrumental ADL)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 의미있는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것이며 청소나 세탁하기, 교통수단 이용, 식사준비,
금전관리, 전화사용 등의 활동을 말한다(대한노인병학회).
정리하면 기본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으
로 구분하여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1) 일상생활동작수행능력(ADL)
기본적 일상생활동작수행능력을 살펴보면, 스스로 수행하는 데 있어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항목은 ʻ이동ʼ, ʻ보행ʼ, ʻ목욕하기ʼ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일상생활동작수행능력(ADL)

(단위: %)

구분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계

구분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계

옷 갈아 입기

80.7

16.6

2.7

100.0

옮겨 앉기

92.1

6.2

1.7

100.0

목욕하기

75.6

20.5

3.9

100.0 앉은 자세 유지 93.0

5.7

1.2

100.0

구강청결

89.2

8.9

1.9

100.0

보행

75.2

20.9

3.9

100.0

음식물
넘기기

97.2

1.7

1.1

100.0

이동

68.8

26.7

4.5

100.0

식사하기

91.9

6.7

1.3

100.0

배변

91.5

6.3

2.2

100.0

누운 상태에서
자세 바꾸기

94.5

4.3

1.2

100.0

배뇨

91.6

6.2

2.2

100.0

출처 : 김성희 외(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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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단적 일상생활동작수행능력(IADL)
수단적 일상생활동작수행능력을 살펴보면, 스스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항목은 ʻ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ʼ, ʻ식사준비ʼ, ʻ청소ʼ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수단적 일상생활동작수행능력(IADL)

(단위: %)

구분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계

전화 사용하기

77.6

17.6

4.8

100.0

물건 사기

72.4

21.5

6.1

100.0

식사준비(만 13세 이상 해당)

63.6

28.9

7.5

100.0

청소(만 13세 이상 해당)

62.3

30.3

7.4

100.0

빨래하기(만 13세 이상 해당)

63.7

28.8

7.4

100.0

약 챙겨 먹기(만 13세 이상 해당)

85.2

12.2

2.6

100.0

금전관리

71.9

20.8

7.3

100.0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62.7

27.9

9.4

100.0

출처 : 김성희 외(2017)

3) 일상생활 지원 필요정도
장애인의 46.9%는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타인의 지원 없이 혼자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14.4%는 대부분 혹은 거의 타인의 지원을 전적으로 필요로
하였다. 특히 자폐성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타
인의 지원 필요 정도가 높았다.
일상생활 수행 시 타인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 실제로 지원해주는 사람이
있는 장애인은 83.3%이며, 지원해 줄 사람이 없는 경우는 16.7%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사람은 배우자 39.4%, 부모 21.1%, 자녀 16.6%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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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원 제공자는 대부분 가족 구성원(81.9%)이었다.
따라서 가족의 지원이 불충분할 경우 사회적 지원이 상당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3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단위: %)

구분

혼자서
스스로

대부분
혼자서

일부 도움
필요

대부분
필요

거의 남의
도움 필요

계

전체

46.9

19.2

19.5

8.9

5.5

100.0

지체장애

58.3

20.5

14.4

4.4

2.4

100.0

뇌병변장애

13.4

13.5

28.8

21.0

23.4

100.0

시각장애

64.0

12.6

12.8

8.1

2.6

100.0

청각장애

45.8

28.0

19.3

4.7

2.2

100.0

언어장애

28.2

32.4

23.4

16.0

-

100.0

지적장애

9.5

11.5

41.6

26.1

11.2

100.0

자페성장애

2.9

11.1

25.7

35.0

25.3

100.0

정신장애

40.1

18.4

29.9

6.0

2.6

100.0

신장장애

49.4

21.2

22.2

5.5

1.7

100.0

심장장애

56.5

25.9

17.5

-

-

100.0

호흡기장애

29.2

26.0

36.3

8.1

0.4

100.0

간장애

84.6

12.1

1.6

-

1.7

100.0

안면장애

84.2

14.2

1.7

-

-

100.0

장루･요루장애

29.7

52.4

16.1

0.9

0.8

100.0

뇌전증장애

62.8

12.4

15.1

9.7

-

100.0

출처 : 김성희 외(2017)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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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상생활 활동서비스의 원칙
첫째, 사회복지사의 지도에 따라 일상생활활동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파
악 후 서비스를 실시한다.
둘째, 사회복무요원이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이를 잘 설
명하여 이해시키고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셋째, 서비스 제공시 대상자의 신체 및 심리변화에 주의하고, 특별한 변화가
발생하면 바로 기관 및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넷째, 대상자의 질환 및 특성에 대한 이해와 욕구를 파악하여 잠재능력을 최대
한 발휘하도록 유도한다.
다섯째, 서비스 제공시 대상자의 생활습관 및 방법을 존중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2. 활동지원 서비스의 이해
가. 활동지원 서비스란?
넓은 의미로 장애인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
회생활에 참여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기구, 서비스,
전략, 실행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ʻ보조기기법ʼ에서는 제3조(정의) 제3호에서 ʻ보조기기 서비스란 장
애인 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보조공학법에서는 장애인이 보조공학기구를 선택, 획득,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떤 서비스 ; ʻ보조기기를 사용할 개인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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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ʼ, ʻ구입, 대여를 비롯하여 보조기기 획득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확보ʼ, ʻ보조기기를 선택하고 개인에게 맞춰 개조하거나 수리 또는
유지 관리하는 것ʼ, ʻ치료, 재활,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적용하는 것ʼ, ʻ보
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나 가족들에게 사용훈련,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ʼ, ʻ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사용훈련,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것ʼ, ʻ정보나 기술을 포
함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를 위해 지원되는 기구, 제도, 서비스 또는
인적, 물적, 사회적 지원체계를 말한다.

나. 활동지원 서비스의 목적
활동지원 서비스의 목적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인적, 물적, 사회
적 지원체계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잔존능력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이 동
등한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재활서비스에 대한 이해
가. 재활의 개념
재활의 개념은 영역별로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는데, 사회복지 일반적으로 재활
의 정의는 신체장애인에 대해 신체만이 아닌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직업적으
로 가능한 한 회복을 도모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또 재활은 의
학적 재활, 직업적 재활, 사회적 재활, 교육적 재활로 나눌 수 있다(사회복지학사
전, 2009. 8. 15., Blue Fish).
또한, 1993년 ʻUN의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규칙ʼ에서는, 재활에 대
한 정의를 장애인으로 하여금 최적의 신체적, 감각적, 지적, 정신적 및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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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수준에 도달하고 유지하도록 하며, 이들이 수준 높은 자립을 달성할 수 있
도록 이들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과정이
라고 하였다(특수교육학 용어사전, 2009., 국립특수교육원).
즉 재활이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개인별 목표를 세워 정신적, 사
회적, 경제적, 직업적 가능한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헤빌리테이션(habilitation)

: 기능 발달

▪ 리헤빌리테이션(rehabilitation)
▪ 디빌리테이션(debilitation)

: 재활(기술적･심리적･사회적 지원)

: 기능 저하 또는 단순한 치료나 훈련의 기술적

인 측면만이 아닌 심신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치
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나. 재활의 목표 및 방향
1) 재활의 목표
재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선 의료, 직업,
교육, 사회･심리 등 모든 측면에서 팀접근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재활이란 용어를 동정적, 소비적, 구호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재활은 생산적이며 적극적인 투자 대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재활의 목표가 달
성되면, 장애에 대한 보편화된 의식과 함께 지역사회는 크게 발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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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과전문의

재활의학전문의

수련의

재활간호사
재활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사업가
사회사업가
작업치료사
직업상담가
직업상담가

장애를 지닌 사람

언어치료사

(장애인, 노인,

임상심리학자

심폐기능사
심폐기능사

아동, 일반인 등)
특수 교사

의지 및 보조기사
오락치료사
오락치료사
자원봉사자
신앙상담가
신앙상담가

행정요원
그림 1

포괄적 재활 팀의 구성(예)

2) 재활의 방향
▪ 결함

또는 손상이 있는 사람

⇛ The differently abled(또 다른 능력자 또 다른 가능자)
▪ 전인적이고

종합적 재활

전인적 재활
(Holistic Rehabilitation)
신체적 재활
정신적 재활
영적 재활

종합적 재활
(Total Rehabilitation)

+

의료적 재활
심리사회적 재활
교육적 재활
직업적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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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생활

패러다임 → 독립생활 패러다임

▪ 컨슈머리즘(consumerism

장애당사자주의)

다. 재활서비스 종류
재활은 장애인이 지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치료, 훈련 등 여러 방법
을 활용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회복시키거나 개선을 도모하는 모든 조치가
포함됨으로 그 과정은 역동적이고 총체적이며 광범위하다. 그러므로 재활사업은
장애인의 특수한 제한점이나 능력 등 독특한 요구에 적합하게 각 영역으로 분화
되어 있다. 그 영역은 의학적, 심리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측면으로 재활서
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1) 의료적 재활서비스
의료적 재활은 장애인 재활서비스에서 첫 단계로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후유증,
만성질환, 노인병 등 치료기간이 장기화되기 쉬운 환자의 잠재능력을 활동시켜
서 자연치료를 적극적으로 촉진시키는 기술이며, 내･외과적 치료의 응용과 함께
소위 물리적, 심리적 수단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의료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의료적 재활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수술, 변형의 교정, 마비의 회복훈련 등 기본적인 기능장애의 개선을 도모
하는 것
② 기본적인 기능장애의 회복에 한계가 있을 때 다른 기능을 훈련에 의해 보
통 이상으로 발달시켜 보완하는 전체로서 능력의 회복이나 향상을 도모하
는 것
③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나 직장환경의 개선 등을
의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지도, 원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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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리적 재활서비스
심리적 재활은 환자나 장애인 자신의 심리적 특성과 그 가족 및 주위 사람들
의 심리적 반응 등이 재활의 과정에 영향을 주며 이로 인하여 재활에 방해가
되거나 재활의 효과에 저해되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토록 돕는 것이다. 재활
은 어떤 형태의 내용이든 장애인의 심리적인 면을 올바로 이해함이 없이는 이루
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재활팀은 이에 대한 심리적 지식을 최소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재활 대상자가 나타내고 있는 일반적인 심리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비사회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심리가 있다.
② 욕구불만이 누적되어 자기중심성이 많다.
③ 정서적인 불안정성이 많다.
④ 대인관계에서 긴장감이 높은 경향이 있다.
⑤ 자존심이 강하여 퇴행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3) 교육적 재활서비스
재활은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는 잠재능력인 가능성을 개발하여
장애인의 자기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특수교육은 심신의 장애 때문에 독특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자에게
그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교육적 환경을 정비하여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
키고 적응력을 몸에 익히며 창조성이 풍부한 인간을 기르는데 있다(안병집 외).
교육재활서비스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등으로 통상적인
학교나 일반학급에서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학생을 위하여 특별한 학
교, 학급을 마련하고 각 장애의 특성에 맞는 교과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특수교
육이 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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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은 학교 및 보육 전문시설(병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인 직업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등 재활의 전 영역에서 골
고루 다루어지고 있다.
4) 사회적 재활서비스
사회적 재활이란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에 복귀하여 원만하게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정신적 재활을 하는 것이다.
사회적 재활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도록 한다.
② 자신의 장애문제를 정확히 판단하여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강한 의
식을 갖도록 한다.
③ 장애인의 잘못된 심리적 경향이나 행동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④ 사회구성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가족, 친척, 사회인들이 올
바른 인식을 갖게 하여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회적 여
건을 이룩해야 한다.
사회재활 서비스 내용으로는 재활상담, 사회적응훈련, 심리치료, 성교육, 장애
가족지원, 자조집단, 결혼상담,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활
동보조서비스 등이 있다.
5) 직업적 재활서비스
직업재활이란 심신의 결함을 지닌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
적, 경제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찾고 길러줌으로써 일 할 권리와 의무를 비장애
인과 똑같이 갖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
한 과제인 자립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장애인 재활사업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
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규수).
422

423

따라서 직업재활은 장애인이 적당한 직업을 확보하여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직
업훈련, 직업지도, 선택적인 취업알선, 사회적 수용과 이해증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라. 재활치료 방법
재활치료란 각종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장애가 생긴 사람으로 하여금 주어진
조건하에서 최대한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능력과 잠재적 능력을 발달시켜 가
능한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다양한 치료를 말한다.
1) 물리치료
물리치료는 질환이나 손상에 의해 장애나 통증이 있는 환자들을 치료적 운동,
열, 냉, 물, 광선, 전기 등의 물리적 요소를 이용한 방법으로 치료하여 근육의
운동을 통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요소를 방해하는 조건과 손실된 기능을 회복
시키고, 잔존기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작업치료
작업치료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발달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기능이 저하
된 사람에게 의미있는 치료적 활동(작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 교육하는 보건의료의 한 전문분야이다.
3) 언어치료
언어치료란 지적인 수준, 기질적･기능적인 원인, 혹은 환경적･정서적인 요인
등으로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장애 요소를 개선시키거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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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료레크리에이션
치료레크리에이션이란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레크리
에이션 서비스를 활용하는 전문적인 개입방법을
말한다. 즉, 개인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신체, 정
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위하여
레크리에이션 서비스를 활용하는 의도적인 개입과정이다.
5) 음악치료
음악치료는 대상인이 신체적, 정서적 및 인지
적으로 조화된 건강상태 및 기능을 유지, 회복,
향상하는데 음악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
한다.
음악치료는 치료대상자 각자의 능력과 기호,
장애정도에 따라 알맞은 음악을 사용하고 치료적 관계를 활용하여 치료대상자의
행동과 정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이다.
6) 미술치료
미술치료는 심리치료의 한 유형이다. 심리적 문제를 지닌 대상자와 상담할 때
대상자와의 대화로만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사용한다. 상담 도중
에 대상자의 상태를 보아가며 여러 가지 미술창작활동(그림, 조소, 디자인, 서예
등 미술 전 영역이 포함된다)을 제시하여 대상자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마음이
진정되게 하여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인식하도록 한다. 의식적인 서술만으로
는 파악하기 어려운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는 치료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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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심리치료
심리상담 및 치료활동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적응이 어렵고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장애인들에게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적합한
상담을 하는 것이다.
8) 행동치료
개인 또는 사회적 부적응 행동을 치료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
며, 각 개인에게 맞는 치료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주어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장애상태 개선을 위한 의지와 자신감을 길러 조화 있는
정서안정으로 생활에 필요한 행동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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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조기구의 종류1)
1. 지체, 뇌병변장애인용 보조기기
가. 지팡이(cane)
높이 조절이 가능한 지팡이로 T형 손잡이 부분이 목재로 되어 있어 미끄러짐
을 방지하며 사용이 편리하다.
▪ 기기

활용 및 작동방법

- 사용자 체형에 맞게 높이 조절을 한 후 T자형 손잡이로 지팡이를 잡고 보행
한다.
- 지팡이를 사용할 때는 장애가 심한 쪽의 반대쪽 손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 가볍고 비용이 저렴하며, 길이를 쉽게 조절할 수 있다.
- 체중을 지탱할 필요가 거의 없고, 평행유지를 위해서 주로 사용한다.
▪ 주요용도

: 혼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보행을 돕는다.

1)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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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네발 지팡이
보행시 안전성을 위해 밑받침의 발이 4개로 되어 있다. 균형 감
각에 문제가 있거나 불완전한 보행으로 인해 보행 시 넘어 질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며 개인의 보행능력에
따라 지면에 닿는 4개의 팁의 간격이 다르다.
▪ 기기

활용 및 작동 방법 : 손잡이를 잡고 지지하면서 이동한다.

▪ 주요용도

: 혼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보행을 돕는다.

다. 겨드랑이 목발
가볍고 견고한 알루미늄 재질의 클러치로써 겨드랑이 지지대
와 손잡이 부분에 부드러운 쿠션 처리가 되어 있다. 1인치씩
8단계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다.
▪ 기기

활용 및 작동방법 : 목발을 겨드랑이 부분에 끼고 손

잡이 부분을 쥔 후 보행한다.
▪ 주요용도

: 하지의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보행을

돕는다.

라. 팔꿈치 목발
가볍고 견고한 알루미늄 재질의 팔꿈치 클러치로써 1인치
씩 8단계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다.
▪ 기기

활용 및 작동방법 : 팔꿈치를 목발에 고정한 후 손

잡이 부분을 쥐고 보행한다.
▪ 주요용도

: 하지에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보행

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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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목욕의자
▪ 기기설명

: 욕조 안이나 밖에서 신체를 씻을 때에 앉기 위한 의자로 욕조로

출입할 때나 변기용 의자와 병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음
▪ 사용대상

: 뇌병변, 지체장애 등으로 목욕이나 샤워 시 자세 보조가 필요한

장애인
▪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에서 저소득 뇌병변, 지체장

애 1~4급을 대상으로 60만 원 범위 내 지원(내구연한 3년), 또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해 81만9천 원 기준액 내 지원(내구연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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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립훈련기
▪ 기기설명

: 서 있는 것을 도와주거나 서 있는 자세를 유지시켜주며, 기립근

의 근력을 강화하여 자세 변형을 완화함. 기립훈련대, 프론스텐더, 스탠딩
테이블 등
▪ 사용대상

: 뇌병변, 지체장애 등으로 혼자서 서있는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

고, 기립훈련이 필요한 장애인
▪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에서 저소득 뇌병변, 지체장

애 1~2급 중 기립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150
만 원 범위 내 지원(내구연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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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식사보조기구
▪ 기기설명

: 손기능이 불편한 장애인이 편리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식기도구, 식기도구 홀더, 그릇, 컵 등의
제품
▪ 사용대상

: 뇌병변, 지체장애 등 손기능의 불편으로 혼자

식사가 어려운 장애인
▪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에서 저소

득 뇌병변, 지체장애 1~2급을 대상으로 5만원 범위 내 지원(내구연한 1년)

아. 보행보조기구
▪ 기기설명

: 보행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짚고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돕는 보조기기

▪ 사용대상

: 뇌병변, 지체장애 등 독립적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에서 저소득 뇌병변, 지체장

애 1~4급을 대상으로 20만 원 범위 내 지원(내구연한 5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보장구 급여 지원제도에서 전･후방 지지워커를 30만 원 기준액 내
지원(내구연한 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해 성인용 보행기를 850
만 원 기준액 내 지원(내구연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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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욕창예방용품
▪ 기기설명

: 장시간 앉거나 누워서 생활하는 장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욕창

을 예방하기 위한 방석, 매트리스 등
▪ 사용대상

: 뇌병변, 지체장애 등 혼자서 자세를 바꾸기 어려워 욕창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애인
▪ 지원사업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보장구 급여지원제도에서 욕창 예방 방석

은 25만 원 기준액, 욕창예방매트리스는 40만 원 기준액 범위 내
지원(내구연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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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동휠체어
▪ 기기설명

: 보행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수동 휠체어로 사용

자가 직접 뒷바퀴를 구동하여 이동의 편의성 제공
▪ 사용대상

: 뇌병변, 지체장애 등 하지기능장애가 있는 장애인

▪ 지원사업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보장구 급여지원제도에서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장애인에 대해 48만 원 기준액 내 지원 (내구연한 5년), 노인장
기요양보험 수급자에 월 5만2천 원 기준액 내 대여비용 지원(내구연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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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 기기설명

: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노인 등이 전기모터의 힘으로 손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휠체어
▪ 사용대상

: 뇌병변, 지체장애, 심장장애 등 하지기능장애와 상지 기능 장애

가 함께 있는 장애인
▪ 지원사업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보장구 급여지원제도에서 보행과 팔기능

이 불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209만 원 기준액)와 전동스쿠터
(167만 원 기준액) 지원(내구연한 6년).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크터용 전지
에 대해서도 16만 원 기준액 범위 내 지원(2개 1세트, 내구연한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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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이동식 전동리프트
▪ 기기설명

: 전신마비장애 등으로 독립적인 이동과

체위변경이 어려운 장애인을 수직-수평 이동할 때
사용하는 보조기기
▪ 사용대상

: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이동할 때 타인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 지원사업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보장구 급여지원

제도에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이동할 때 타인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250만 원 기준액(본
체 170만 원, 베이스 80만원) 범위 내 지원(내구연한 5년)

파. 보조기 및 의지
▪ 기기설명:

신체 일부가 소실되거나 결함이 있을 때 대체하는 외적 장치가 의

지. 신경근육･골격계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신체 외부에
사용하는 장치가 보조기
▪ 사용대상

: 절단장애, 마비장애 등이 있는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 지원사업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보장구 급여지원제도에서 품목별 기준액

(넓적다리 의지-최대 227만 원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원(내구연한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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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컴퓨터 접근장치
▪ 기기설명

: 특수키보드, 대체입력장치, 입력소프트웨어 등 상지 기능의 장애

로 일반적인 컴퓨터 조작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 사용대상

: 절단장애, 마비장애 등이 있는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 지원사업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서 약 6종 내외의 품목에 대해 지

원(품목 및 기준액 상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 장애인 지원사업에서
직장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기 지원(품목 및 기준액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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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가. 흰 지팡이
흰 지팡이는 장애물의 위치와 지형의 변화를 알려주는
도구로 어떠한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도 시각장애인이 신
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도구이다.
▪ 기기

활용 및 작동 방법 :

- 손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단단히 잡는다.
- 엄지손가락은 손잡이의 윗면에 대고, 둘째손가락은
자루방향으로 나란히 붙이고 나머지 손가락은 자루
아랫부분을 마치 악수하듯 쥔다.
- 팔의 위치를 정한다.
- 지팡이를 잡은 팔은 자기 몸의 중앙에 오도록 뻗는다.
- 지팡이가 좌우로 움직일 때 팔목은 고정 위치에서 좌우로 꺾이는 운동을
한다. 마치 벽시계의 추가 고정되어 왕복을 하는 것과 흡사하다.
- 호는 지팡이가 움직일 때 지팡이의 끝이 그리는 포물선이다.
- 호의 폭은 사용자의 양어깨 폭 또는 몸의 가장 넓은 부분보다 약간 더 넓게
유지하며 높이는 지면에서 5cm 이하로 유지한다.
- 걸음은 자연스럽게 걸으며 지팡이와 발은 반대쪽으로 이동한다. 즉, 왼발이
전진할 때 오른쪽으로 지팡이가 간다.
- 지팡이 보행시에는 지팡이 끝이 마찰하는 소리와 발이 닿는 소리가 동시에
일어나게 해야 한다.
▪ 주요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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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이 보행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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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 기기설명

: 카메라로 찍은 책이나 인쇄물, 물체의 영상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출력장치
▪ 사용대상

: 저시력의 시각장애인

▪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에서 저소득 시각장애인에

대해 80만 원 범위 내 지원(내구연한 2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에
서 약 20여 종의 품목에 대해 지원(품목 및 기준액 상이), 한국장애인고용공
단의 근로장애인 지원사업에서 직장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기 지원(품목 및
기준액 상이)

다. 녹음 및 재생장치, 데이지플레이어(전자음성도서)
▪ 기기설명

: mp3, daisy와 같은 파일로 저

장된 책, 신문, 홍보물 등을 재생하여 독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휴대용 음성출력기
▪ 사용대상

: 시각기능에 손상이 있는 장애인

▪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사업에서 저소득 시각장애인에 대해 50만
원 범위 내 지원(내구연한 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서 2종 내외
의 품목에 대해 지원(품목 및 기준액 상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장애
인 지원사업에서 직장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기 지원(품목 및 기준액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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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음성시계,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 리모콘)
▪ 기기설명

: 음성시계는 시간을 측정, 표시하거나

말해주는 장치. 휴대용 및 비휴대용 장치 및 알
람기능이 있거나 없는 장치 등이 포함되고, 음성
유도장치는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및 음향신
호기를 무선으로 작동시켜 현재 위치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리모콘 형태의 스위치
▪ 사용대상

: 시각기능에 손상이 있는 장애인

▪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에서 저소득 시각장애인에

대해 음성시계는 20만 원, 음성유도장치는 2만 원 범위 내 지원(내구연한
각 2년)

마. 점자정보단말기, 점자출력기
▪ 기기설명

: 점자를 입력하고 출력할 수 있는 휴대용 정보단말기로 인터넷연

결, 문서작성, 학습, 검색, 음악 및 라디오 청취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휴대
용 컴퓨터
▪ 사용대상

: 시각기능에 손상이 있는 장애인

▪ 지원사업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서 5종 내외의 품목에 대해 지원

(품목 및 기준액 상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장애인 지원사업에서 직
장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기 지원(품목 및 기준액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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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광학문자판독기,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 기기설명

: 인쇄물이나 책자의 문자를 촬영, 스캔, 바코드 인식 등의 방법으

로 인식하여 해당 페이지 내용을 음성으로 출력 해주는 보조기구
▪ 사용대상

: 시각기능에 손상이 있는 장애인

▪ 지원사업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서 4종 내외의 품목에 대해 지원

(품목 및 기준액 상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장애인 지원 사업에서 직
장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기 지원(품목 및 기준액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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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각장애인용 보조기기
가. 시각신호표시기
▪ 기기설명

: 벽에 설치된 수신기와 신호표시기, 진동신호기 등에 의해서 초인

종, 전화벨 소리 등 생활 속의 음향신호를 빛이나 진동으로 알려주는 기기
▪ 사용대상

: 청각장애인

▪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에서 저소득 청각장애인에

대해 15만 원 범위 내 지원(내구연한 2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에
서 약 5여 종의 품목에 대해 지원(품목 및 기준액 상이), 한국장애인고용공
단의 근로장애인 지원 사업에서 직장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기 지원(품목 및
기준액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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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동시계
▪ 기기설명

: 시간을 측정, 표시하거나 말해주는 장치, 휴대용 및 비휴대용 장

치 및 알람기능이 있거나 없는 장치 등이 포함
▪ 사용대상

: 청각장애인

▪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에서 저소득 청각장애인에

대해 3만 원 범위 내 지원(내구연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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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헤드폰, 청취증폭기, 음성증폭기
▪ 기기설명:

TV 시청, 음악듣기와 같은 여가활동 시 주로 사용되어 증폭된 소

리를 귀의 입구에 착신되는 발신기를 통해 사용자에게 소리를 전달해 주는
보조기구
▪ 사용대상

: 청각장애인

▪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에서 저소득 청각장애인에

대해 12만 원 범위 내 지원(내구연한 2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서
약 5여 종의 품목에 대해 지원(품목 및 기준액 상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장애인 지원사업에서 직장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기 지원(품목 및 기준
액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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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청기
▪ 기기설명

: 소리를 증폭하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기

▪ 사용대상

: 청각장애인

▪ 지원사업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보장구 급여지원제도에서 131만 원 기준

액 내에서 지원(내구연한 5년)

10. 일상생활 활동지원 서비스 이해

2021 사회복지과정

4. 언어, 발달장애인용 보조기기
가. 의사소통 보조기기
▪ 기기설명

: 언어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다른 사

람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이나
제품의 텍스트와 이미지를 선택하면 자신의 의사를 음
성으로 출력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
또는 음성출력기능의 기기
▪ 사용대상

: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 지원사업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서 약 4종 내

외의 품목에 대해 지원(품목 및 기준액 상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장
애인 지원사업에서 직장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기 지원(품목 및 기준액 상이)

나. 언어훈련 S/W
▪ 기기설명

: 언어를 배울 때 사용하는 언어학습도구로 넓은 보드에 구성된 다

양한 낱말을 활용하여 문자 및 문장을 조합할 수 있고 소리 내어 읽는 연습
이 가능
▪ 사용대상

: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 지원사업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서 약 5종 내외의 품목에 대해 지

원(품목 및 기준액 상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장애인 지원사업에서
직장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기 지원(품목 및 기준액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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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보조도구
가. 탑승용 리프트클리어에어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휠체어에 내리지 않고 차량에 탑승할 때 사용하는 리프트
로 승합 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한다. 휠체어 이용자가 차량이동시 안전하게 차량
에 승하차 할 수 있다.
▪ 기기활용

및 작동방법 : 버튼으로 리프트를 작동시켜 내린 후 휠체어를 운전

하여 리프트 위에 안착하여 리프트를 다시 조작 후 차량에 탑재한다.
▪ 주요용도

: 차량 탑승 시 사용되는 전동휠체어 리프트

나. 이동목욕차량
지역사회 내에 목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거동불편자들을 위하여 직접 찾
아가서 목욕서비스를 실시한다.
▪ 기기활용

및 작동방법 : 휠체어 리프트와 목욕 욕조를 이용한다. 차량에 따라

직접 차량내 목욕과 이동욕조를 활용하여 가정에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 주요용도

: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재가 어르신의 목욕보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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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휴대용 차량 경사로
미니 밴 등에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를 탄 채 오를 수 있는 견고한 알루미늄
경사로로서 접을 수 있고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어 이동이나 보관이 용이하다.
▪ 기기활용

및 작동방법 : 계단이나 미니밴 등 단차기 있는 공간에 경사로를

펼친 후 거치하여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등을 이동하게 한다.
▪ 주요용도

: 계단, 미니밴 등 단차에 있는 공간에 휠체어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용

446

447

Ⅲ 보조기구의 지원
1. 의료급여대상 품목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
연한
표 4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그밖의 보장구)
내구
연한
(년)

용도

구분

기준액
(원)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장구를 사용
해도 실외 보행이 곤란한 경우 사용

일반형

480,000

5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활동형

1,000,000

5

800,000

5

20,000

2

15,000

2

4) 의안
실명 시각장애인의 미관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artificial eye)

620,000

5

5) 저시력 보조안경

100,000

5

80,000

3

100,000

4

유형
1) 수동휠체어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
틸팅형,
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
리클라이닝형
한 경우 사용
2) 지팡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3) 목발(crutches) 위한 보조기구

6) 콘택트렌즈
7) 돋보기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시행 2018. 7. 1]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제26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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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액
(원)

내구
연한
(년)

8) 망원경

100,000

4

9) 흰지팡이

14,000

0.5

10) 보청기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hearing aid)

1,310,000

5

11) 체외용 인공후두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 개선을 위한 보조
기구

500,000

5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기능이 약화되
거나 완전히 상실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
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
우 사용

2,090,000

6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에 이상
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
를 완전하게 조작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
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
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1,670,000

6

880,000

3

210,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팔을 일정한 자
팔 지지대 및
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
랩트레이
가 있는 경우에 사용

170,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리를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240,000

3

250,000

3

유형

12) 전동휠체어

13) 전동스쿠터
(moped)

용도

구분

14) 자세보조용구 -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척추, 골반 또
몸통 및
앉기형
는 고관절을 고정하는 데 사용
골반 지지대
(adaptive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눌 수 없거나
머리 및
seating device)
흔들림이 심한 머리를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
목 지지대
우에 사용

15) 욕창예방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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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사용자가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
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
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다리 및
발 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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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액
(원)

내구
연한
(년)

400,000

3

본체

1,700,000

5

베이스

800,000

5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하지근력 저하 및
강직이 있으나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조기구

50,000

3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인 중 상지의 보
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행 보
조기구

300,000

3

전동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용 전지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전력 공급용 장치
(2개 1세트)

160,000

1.5

유형

용도

구분

16) 욕창예방
매트리스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
하여 사용하는 기구

17) 이동식전동
리프트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
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
동을 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이동 보
조 기구

18)
지지
워커

전방

후방

구분

공단 부담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가.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이하 이 난에서 ʻʻ지급기준금액ʼʼ
이라 한다)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1)의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과 별표 2 제3호라목2)의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
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보장구

가.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이하 이 난에서 ʻʻ지급기준금액ʼʼ이라 한
다)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1)의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과 별표 2 제3호라목2)의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
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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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보장구 지원 절차3)

3) 2019 의료급여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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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휠체어 지원기준
구 분

전동 휠체어

지급기준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되
는 자 중 보행이 불가능하
고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
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
서 조작할 수 없는 자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
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
할 수 있는 경우 사용

내구연한(년)

6

6

5

하지기능

보행불가

보조기 등
이용시 실내 등
단거리 보행가능

보행불가 또는
보조기 이용시 실내 등
단거리 보행가능

팔기능

약화 또는 전폐

약화 또는 일부 사용가능

양팔사용가능 또는
전폐(보조자 필요)

보장구로
이동시
보조자
필요여부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또는 필요
(상지기능 전폐시)

사용장소

실내외

실외

실내외

불가능

가능
(상지기능 전폐시
불가능)

보조자 없이
수동휠체어
사용가능
여부

불가능

전동 스쿠터

휠체어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되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는 자 중 상지기능에 이상 대한 보행보조를 위한 보
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 조기구
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
하게 조작이 어렵거나 불
가능한 자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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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급여대상 재활보조기구의 유형･내구연한
분류

팔보조기

척추
보조기

골반 보조기

다리
보조기

기타
보장구

452

유형

내구연한

어깨뼈 외전 보조기

3

긴 팔 보조기

3

긴 팔 보조기- 각도조절형

3

짧은 팔 보조기

3

손가락관절 보조기

3

목뼈 보조기(필라델피아)

3

목뼈보조기(토마스소프트칼라)

3

목뼈 보조기(cervical Jacket)

3

척추보조기(나이트-테일러식)

3

허리엉치뼈보조기(윌리암식)

3

등허리엉치뼈 보조기(재킷)

3

콜셋

3

골반보조기

2

긴 다리 보조기(골반보조기 부착)

3

긴 다리 보조기(골반보조기 미부착)

3

양쪽 긴 다리 보조기

3

무릎관절 보조기(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

3

무릎관절 보조기(레녹스힐)

3

무릎관절 보조기(십자인대 손상용)

3

짧은 다리보조기(무릎관절 체중부하식)

3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

3

발목관절 보조기(고정)

3

발목관절보조기(크렌자크식)

3

발목관절 보조기(90도고정)

3

지팡이

2

목발

2

휠체어

5

흰지팡이

0.5

보청기

5

체외용 인공후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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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급여대상 재활보조기구의 유형･내구연한
분류

기타
보장구

유형

용도

내구연한

전동휠체어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보행이 불가능하
고 팔의 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자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6

전동스쿠터
(Moped)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상지기능에 이상
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
전하게 조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자로, 다른 사람
의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
는 경우 사용

6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
외) 또는 다리길이가 차이가 있는 자로서 정형외과
정형외과용구두 용구두가 필요한 경우
(Orthopedic
18세 이하인자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shoes)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또는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
는 자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경우 사용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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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조기구 교부사업 지원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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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대상 장애유형

기준금액

내구연한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1~2급)

25만원

3년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시각장애인

2만원

2년

음성탁상시계

시각장애인

2만원

2년

휴대용 무선신호기

청각장애인

15만원

2년

자세보조기구

지체･뇌병변(1~2급)

80만원

3년

진동시계

청각장애인

3만원

2년

보행보조기구

지체･뇌병변(1~2급)

20만원

5년

식사보조기구

지체･뇌병변(1~2급)

5만원

1년

기립보조기구

지체･뇌병변(1~2급)

120만원

3년

음성증폭기

청각장애인

12만원

2년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시각장애인

80만원

2년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장애인

80만원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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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상생활보조 방법
1. 식사보조
가. 시설생활자 식생활의 기본사항
▪ 침식분리를

하여 식사는 식탁에서 할 수 있게 한다.

▪ 가능한

스스로 먹을 수 있게 한다.

▪ 식사를

위한 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한다.

▪ 위생상

식사에 어울리는 모습을 유지하게 한다.

▪ 먹기

쉬운 것으로 선택한다.

▪ 계절음식으로
▪ 규칙적인
▪ 틀니의

풍성하고 싱싱한 음식을 제공한다.

식생활을 한다.

유무를 확인한다.

나. 식사보조의 유의점
▪ 즐거운

분위기로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식사는

깨어 있을 때 실시한다.

▪ 식사메뉴,

내용을 설명한다.

▪ 식사

전 우선 목을 축이고 식사를 시작한다.

▪ 먹는

순서에도 본인의 취향을 살린다.

▪ 말을

건네면서 천천히 먹인다.

▪ 삼킨

것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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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후

입 헹구기와 틀니 씻는 것을 잊지 않는다.

▪ 누워

지내는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 가능한 상체를 높게 한다.
- 음식이 뜨겁지 않은가를 확인한다.
- 삼키었는가를 확인한다.
- 편마비인 경우는 마비가 되지 않은 입가로 먹인다.
- 생활자의 속도에 맞춘다.
▪ 탈수

예방을 위해 수분을 충분히 공급한다.

다. 상태별 식사돌보기
1) 앉아 있을 수 있는 경우
메뉴에 따라 젓가락, 포크, 수저 등을 준비하고 생활자 상황에 맞춰 최대한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한다. 식사 테이블이 너무 높거나 낮으
면 피로하므로 흉부와 복부 사이 주변에서 높이를 적절히 조절하며 식사보조 시
보조자와 시선을 마주보는 위치에서 침착하게 보조하도록 한다.

2) 편마비가 있는 경우
한쪽마비가 있으나 자력으로 식사가 가능한 생활자의 경우라도 음식물을 삼키
거나 넘기는 것이 어려운 연하장애가 동반되어 연하곤란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식사 중 관찰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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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보조 시 마비가 없는 입 쪽으로부터 음식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며 마비된 쪽의 입가
로 음식물이 흐르지 않도록 하고 자연스럽고 깨
끗하게 닦아준다. 마비된 쪽으로 뺨 주위에 음
식찌꺼기가 남기 쉬우므로 식후에 구강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또한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피곤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상지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의 원인에 따라 근력저하, 악력저하, 치밀성저하, 인지력저하에 따른 정도
와 상황을 파악하여 보조를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팔꿈치관절을 테이블에 고
정시키고 손관절의 움직임으로 포크 및 스푼을 사용하면서 안정된 자세로 식사
할 수 있도록 보조한다.
4)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같은 조건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일 일정한 자리에서 식사 할 수 있도록 앉는 위치, 식기의
배치를 정해두고, 음식이 차려있는 전체 크기, 식기의 간격 등을 손으로 만지게
하면서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 주도록 한다. 국물을 담을 때는 용기의 70~80%
정도로 하고 온도를 너무 높게 하지 않는다. 음식의 이름뿐만 아니라 재료 및
식기의 종류에 대해서도 이미지가 그려질 수 있도록 설명한다.
생선은 가시를 발라내어 준비하고 겨자나 식초류는 기호를 확인하고 식품에
넣어 먹기 좋게 보조자가 준비하도록 한다. 식사를 수발하면서 음식의 남은 양
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살피듯이 말을 걸면서 자연스럽게 보조 한다. 젓가락을
사용하여 음식물을 집는 동작은 어려우므로 나이프와 포크를 권장하도록 한다.

10. 일상생활 활동지원 서비스 이해

2021 사회복지과정

5) 치매증상이 있는 경우
규칙적인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식기로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잘못 먹어서 위험한 것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치우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과식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럴 경우에는 하루의 양을 줄이고
식사 횟수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미 먹은 것을 잊어버리고 식사를
다시 재촉할 때는 조금 더 기다리도록 부탁하거나 생각을 딴 곳으로 돌리며, 낮
잠을 자게 하는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6) 저작(씹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음식을 입으로 섭취할 수 있으나 저작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음식의 조리 시
부터 잘게 썰어서 부드럽고 먹기 좋게 준비되어야 하며 상에 차려진 음식물을
본인이 스스로 식사할 수 없으면 먹기 쉬운 크기로 잘라서 생활자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7) 비경구(비위관4) 영양)
입을 통하여 씹고 삼키기가 어려워 필요한 영
양분을 섭취할 수 없을 때, 비위관을 통하여 영
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런 대상
자의 경우는 충분히 훈련된 의료인,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조한다.

4) 비위관은 코 → 식도 → 위로 직접 관을 삽입하여 영양분을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458

459

2. 배설보조
배설은 식사와 함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기능이며 쾌적한 일상생활의 기본적
조건이다. 또한 환경과 생활이 변하면 변비와 설사가 일어나거나 긴장과 스트레
스 때문에 자주 소변을 보는 등 인간의 배설기능은 정신적 영향을 받기 쉬운 생
리기능이다.
배설은 인격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장애나 다른 이유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배설을 할 수 없을 경우 인간으로서의 자존심까지 잃어버린 것 같은 감정을 갖기
쉽다. 배설의 도움을 받는 정신적 고통은 물론 보조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느껴
식사량과 수분의 양을 줄이려고까지 한다. 따라서 배설을 수발하는 보조자는 이
러한 대상자의 심리적 상태를 잘 이해하여야 한다. 불쾌한 언어나 귀찮은 듯한
태도로 대상자를 대해서는 안 되며, 청결한 배설환경을 유지하고, 대상자의 자존
심을 상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생활보조의 대상이 되는 노인과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소변의 횟수가 잦아지고,
야간에 배설 횟수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요색이 흐려지고 요가 나오기 어려워지며
여성의 경우 방광염이 되기 쉽고 일반적으로 변비에 걸리기 쉬워진다. 이러한 특
징들을 고려하여 화장실까지 가는 길을 밤중에도 밝게 해주고 화장실의 온도는
늘 따뜻하게 유지시켜 주도록 한다. 또한 언제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대상자
가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핸드레일이나 보조대용기구를 준비한다.

가. 배설관리
배설의 리듬을 파악하여 일정시간을 정해 규칙적인 배설을 하도록 유도하며 요
의를 호소하면 즉시 배설함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상자
를 재촉하지 말고 느긋한 기분으로 배설을 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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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실에서의 용변서비스

(1) 화장실에 들어가면 벽에 기대거나 손잡이를 잡게 하여 하의를 내린다.
(2) 대상자의 양팔을 보조자의 방향으로 돌려 부둥켜안은 상태에서 변기에 앉
힌다.
(3) 배변이 끝난 것을 확인하고 나면 손잡이를 잡고 허리를 약간 구부린 자세
를 취하게 하여 음부를 앞에서 뒤로 닦는다.
(4) 대상자의 다리를 조금 뒤로 뺀 후에 양팔을 보조자의 목에 걸치게 하여
일어서게 하고 하의를 올린다.
2) 이동식 화장실의 용변서비스
이동식 화장실은 편마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이
동식 화장실은 대상자가 사용하는 침대와 같은 높이로 조정하여 대상자가 사용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화장실이 아닌 일상생활 공간에서 용변이 이루어
지는 것을 감안하여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용변 후에는
탈취제 등을 사용하여 실내의 환기에 신경을 쓰고 대상자의 능력과 기능을 충분
히 고려하여 보조하도록 한다. 이용시 대상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
기 밑에 방석을 까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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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기는 마비가 없는 쪽에 두고 온전한 쪽의 팔꿈치로 지탱하여 일어나도록
하며, 보조자는 대상자의 무릎을 누른다.
(2) 보조자는 무릎을 구부려 등을 낮게 하고 앞에 서서 대상자의 온전한 쪽으
로 보조자의 어깨 또는 침대를 잡아 함께 일어나게 한다.
(3) 대상자는 온전한 쪽의 발을 앞으로 내어 그것을 축으로 하고 몸을 돌리도
록 한 후에 의복을 풀고 변기에 앉힌다.
(4) 배설을 마친 후에는 보조자의 어깨 또는 침대를 잡고 일어서게 한다.
3) 기저귀 사용 돕기
배설의 조절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사용하며, 배설물에 의한 시트나 의복의 오
염을 방지하고 배뇨/배변장애 없이 활동할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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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귀

교체순서

(1) 기저귀, 물티슈, 파우더, 세탁물 담
는 통 등을 준비
(2) 기저귀 교체를 알리고 커버의 접착
부위를 떼어낸 후 배설유무 확인
(3) 배설이 있을 때에는 어르신의 등 쪽
에서 처리
(4) 배변의 경우 옆으로 누운 채 둔부,
항문부, 음부를 물티슈 이용하여 앞
에서 뒤로 원을 그리듯 닦음
(5) 피부관리를 위해 파우더를 바르고
통풍 후 체위변경을 시킴
(6) 중앙의 기저귀로 음부를 덮고 좌우의 기저귀 커버는 허리뼈 쪽에서 조금
경사지게 접고 배꼽 밑에서 교차
(7) 복부에 압박이 없는지 확인하고 의복을 입히고 편안히 휴식
4) 배설보조 시의 유의점
▪ 배설을

보조할 때는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되며 최대한 프라이버시를 지켜준다.

▪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에서 규칙적인 식생활과 수분섭취를 권장하고 운

동과 복부마사지를 통해 배설의 스트레스를 없애도록 돕는다.
▪ 설사가

있는 경우에는 심리적인 안정이 중요하며 특히 체온을 따뜻하게 유

지하고 용변 후 항문주위의 청결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한다.
▪ 실금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화장실이나 휴대용 변기로 유도하고

그래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 실금팬티 착용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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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뇨양상

및 배뇨표시를 재빨리 알아낼 수 있도록 주의하고 대상자에게 실

금팬티를 착용하도록 권장한다.
▪ 배설을

규칙적으로 하기 위하여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고 골반저근

체조를 권장한다.

Tip 1

골반저근 체조방법

① 긴장을 푼 채 등을 펴고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린다.
② 항문을 조인다. 여성의 경우에는 질을 조이는데 이때 조인다고 하기보다는
몸속으로 잡아당기는 것 같은 감각으로 행한다.
③ 항문과 질을 조인 채 천천히 다섯을 센다. 근육이 약하여 다섯까지 세기
어려울 수 있으나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계속 시도하면 조일 수 있다.
④ 천천히 편다.
⑤ 위의 동작을 되풀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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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욕보조
가. 욕실에서의 일반적 방법

(1) 대상자의 발에 물을 적시고 상지와 음부를 씻고 전신에 물을 적신다.
(2) 머리를 감긴다.
(3) 머리와 목을 씻는다. 특히, 눈 주위, 콧구멍과 입을 닦는다.
(4) 등은 더러워지기 쉬우므로 머리에서 밑으로 허리에서 위로 향해 씻는다.
(5) 앞을 씻는다(자신이 할 수 있는 경우는 자신이 하도록 한다).
(6) 전신에 비누칠을 하고 샤워로 씻는다.
(7) 욕조에 들어갈 때 욕조를 잡을 때에 항문부위를 씻는다. 그리고 서있을 때
에 샤워로 물을 뿌려준다.
(8) 물기를 닦을 때에 수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탈의실에 의자를 준비하고 대상
자를 앉힌 후 닦아준다. 옷은 마비가 있는 경우에 마비 측부터 입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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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목욕 시 유의점
▪ 모든

수발의 기본은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므로 목욕 시에도 자

신의 손이 닿는 부분은 스스로 씻을 수 있도록 한다.
▪ 수건으로

앞을 가리는 등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한다.

▪ 대상자가

공복 시나 식사 직후 목욕하는 것은 피해야한다.

▪ 자기의

손이나 대상자 발에 물을 뿌려 적정한 온도를 확인하고 대상자의 체

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목욕 타월을 어깨나 허리에 둘러 체온을 유지한다.
▪ 샤워나

욕조의 탕 온도는 욕조에 들어가거나 샤워하기 전에 재확인하여 위

험을 방지하고, 목욕 시간은 20~30분, 욕조에 들어가는 시간은 5분 정도를
기본으로 한다.
▪ 심장에

질환이 있거나 천식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미지근한 물에 반신욕을

실시하여 부담을 줄이고 목욕 직후는 땀을 흘리므로 목욕수건으로 잘 닦는
것과 함께 냉기가 들지 않도록 유의한다.
▪ 목욕이

시작된 후에는 목욕 과정에서 세심한 동작이라도 하나하나 말을 하

여 확인시켜 주는 것이 좋다. 목욕을 하는 중에 ʻʻ기분이 어때요?ʼʼ라고 몸 상
태를 확인하거나 ʻʻ꼭 잡고 있으니까 걱정마세요ʼʼ라고 말을 걸으면서 대상자
에게 안도감을 주는 것도 편안한 목욕을 진행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다. 기본적인 목욕방법
첫째, 목욕 전에 몸 상태를 알아두도록 한다. 표정, 얼굴색이 평소와 같은지,
열은 없는지, 혈압은 평소와 같은지, 식욕은 있는지, 설사는 없었는지, 콧물･재
채기･기침 등은 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둘째, 목욕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준비한다. 특히, 노인의 경우 체온이
낮아지므로 39~40℃가 적당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온도를 기준으로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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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향을 살려주도록 한다.
셋째, 목욕시간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 목욕은 심신의 피곤함을 푸는데 효
과가 있지만 반대로 컨디션을 나쁘게 하는 수도 있다. 만약의 사태와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너무 긴 시간동안 하지 않도록 한다.
넷째,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오랫동안은 하지 않는다. 갑자기 탕에 어깨
까지 넣지 말고, 우선 가슴까지 담그고 상태를 보며 천천히 어깨까지 잠기게 한다.
다섯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욕실 안에서 문을 잠그지 않도록 한다. 사고
시 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사고 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한다.
여섯째, 때때로 말을 건네서 상태를 확인한다. 목욕을 하는 동안 급격한 신체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상자와의 대화를 통해 이를 확인하도록 한다.
일곱째, 목욕 후 한기를 느끼지 않도록 한다. 급격한 체온변화로 인한 감기 등
의 질병을 예방하도록 한다.
여덟째, 목욕 후에는 수분 보급을 충분히 해준다. 일반인도 목욕 후에는 갈증
을 느끼기 마련이다. 목욕 후 충분한 수분섭취로 탈수예방을 한다.

라. 이동목욕 서비스의 지원과정
1) 접수
접수하는 방법으로는 전화신청, 내방신청, 서신신청, 타기관(보건소, 동주민센
터, 병원 등)신청 등이 있다.
2) 사전방문
▪ 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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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일정을
▪ 신청자의

효율적으로 작성한다.

가정환경 파악과 상담의 기능을 보조한다.

▪ 목욕하는데

대한 수치심과 두려움을 제거해야 한다.

3) 목욕대상자 확정･일정통보
일정은 매달 말경을 같은 지역을 묶어서 이동거리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하며 매월 초에 목욕대상자들에게 날짜를 통보한다.
4) 목욕차량 출동 및 목욕서비스
▪ 출동

전 목욕 장비를 체크한다.

▪ 목욕장비를

대상자가 있는 집안으로 이동시켜 설치한 후에 전원을 연결하여

물을 데운 후 욕조를 공급한다.
▪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목욕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 목욕이

가능하면 목욕을 실시한다.

▪ 목욕이

끝난 후에는 환자상태에 따른 여러 가지 치료와 더불어 목욕 장비를

소독한다.
▪ 목욕

장비를 정리한다.

5) 종합평가
대상자별 차트를 정리･종합하여 목욕 일정 중 문제점이나 개선 점, 장애인별
유의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6) 사후관리
일상생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상담을 통해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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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샤워 시 수발

(1) 몸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깨나 허리에 목욕 수건을 두르고 목욕 중
에는 자주 따뜻한 물을 뿌려준다. 약간 깊은 세숫대야에 발을 넣을 수 있도
록 하여 목욕의 기분을 맛보게 하는 것도 좋다.
(2) 샤워기는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샤워기를 사용할 경우 물의 온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직원이 손
가락으로 온도를 확인하며 사용한다.
(3) 비눗물로 인해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4)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타월을 두르고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바. 부분욕
부분세정은 대상자의 신체가 그다지 지저분하지 않을 때나 앓고 난 후 체력이
약해졌을 때 실시하는 방법이다.
1) 손 씻기
손은 금방 지저분해진다. 누워 지내는 대상자 역시 손은 의외로 지저분해지기
쉬운 신체부분이다. 타월로 닦는 것만으로도 좋겠지만 시간 있으면 자주 직접
따뜻한 물에 담구어 씻어주면 기분이 좋아진다. 마비가 있으면 손을 자주 씻음
으로 해서 혈액순환을 시켜 재활이 쉬어지고, 기분전환이 되며 손톱 깎기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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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 씻기
발 씻은 후에는 목욕한 기분이 들 수 있고, 잠을 잘 잘 수 있으며, 발톱을 자르기
쉬어진다. 흔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족욕을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평소 청결을 유지하기 힘든 뒤꿈치, 발꿈치 사이를 관리할 수 있다.
3) 등 부분 씻기
하루 종일 누워 있는 대상자는 등이 가장 많이 압박 받아 욕창이 생기기 쉬우
므로 가능하면 매일 세척을 하도록 한다.
4) 음부 씻기
음부에는 아포크린선이라는 특수한 땀샘이 있기 때문에 특유한 냄새가 난다.
특히, 불결하게 되면 냄새가 심해져 남에게 불쾌감을 주기 쉽다. 또 여성은 요도
가 짧다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음부가 불결한 상태가 되면 방광염 등의 요로감
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기저귀를 사용하면 특히 주의해야 하며 목욕할 수
없을 때는 매일 음부세정을 해주도록 한다.
5) 구강청결
입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기분이 좋고 감염예방도 된다. 입안을 행구지 않으
면 혀에 태가 끼면서 미각을 잃게 되어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없다.
(1) 입안 닦아내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는 손가락 사이에 가재를 두르고 적신 후에 입안을
씻는다. 나무젓가락에 면이나 가재를 둘러서 사용하면 좋다. 다만 도구로
자극하여 구토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2) 입안 헹구기
식전 후 입안 헹구기를 실시하여 구강건조를 막고,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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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실시한다. 입술이 건조하고 트는 것을 막기 위해 입 주위를 닦은
후 입술보호제를 발라준다.
(3) 칫솔질하기
치아에 붙은 음식물 찌꺼기나 치석을 제거하고 혓바닥을 부드럽게 칫솔질
하여 입냄새를 줄이고 미각과 식욕을 증진시킨다.
(4) 의치 손질
틀니를 사용하는 대상자는 틀니의 손질에 신경을 써야 한다. 틀니와 잇몸
사이에 음식물이 끼면 먹기 어려울 뿐만 아니고 구취의 원인이 된다. 식
후 매번 틀니를 빼서 깨끗하게 씻어두도록 한다.
6) 기타 신체청결
(1) 눈의 손질
보조자는 손을 깨끗이 씻고 나서 손질을 시작한다. 눈두덩이부터 눈꼬리로
향해 수건의 면을 갈아가면서 닦아낸다. 같은 면을 두 번 쓰지 않도록 주
의한다. 눈 다래끼가 있을 때는 따스한 물에 담갔다가 가볍게 짠 수건을
눈에 대어 눈 다래끼가 말랑해진 다음에 닦아 내도록 한다. 안약을 넣을
때에는 아래 눈꺼풀을 내리고 한 방울 떨어뜨린다.
(2) 코의 손질
더운물에 담갔다가 짠 수건으로 잘 닦는다. 코가 메어 있어 스스로 코를
풀 수 없는 경우는 베이비오일 등에 적신 면봉으로 부드럽게 훔쳐 낸다.
(3) 귀의 손질
먼저 귀 전체를 따뜻한 수건으로 깨끗이 닦는다. 면봉으로 세심하게 귓구
멍 안을 청소하고 귀지는 젖은 면봉으로, 말라붙어 있으면 귀이개로 조심
스럽게 떼어낸다. 귀지가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경우는 베이비오일 등을 한
방울 적시면 말랑해지고 떼어내기 쉽지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심할 때는
간호사에게 상황을 알리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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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톱 손질
손톱이 자라서 길어지면 때가 고이고 불결해서 피부에 상처를 입히고 감염
이 쉽게 된다. 목욕 후 또는 손발을 씻은 후 손톱이 약간 물렀을 때 손질하
면 좀 더 용이하게 손톱을 손질할 수 있다. 또한 손톱 가장자리를 둥글게
손질하며 손톱을 너무 짧게 자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머리 감기기
머리를 감는 중에는 대상자가 안락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얼굴에 비눗물이 흐르지 않도록 주의하며, 두피를 손톱으로 긁지 말고 손
가락을 이용하여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며 마사지해 준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건조할 경우, 머리카락을 비비지 말고 큰 타월로 머
리전체를 감싸 가볍게 두드리도록 한다. 드라이기를 사용하여 머리카락을
건조할 경우에는 머리로부터 10cm 이상 떨어뜨려 사용하고 온풍을 많이
사용하면 머리카락의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 온풍과 냉풍을 적절하게 사용
하도록 한다. 머리를 빗을 때는 반드시 빗을 사용하도록 한다. 머리를 감
겨주는 동안 대상자의 신체상태 변화에 주의를 기울인다.

4. 일상생활 지원시 주의사항
1) 대상자의 필요사항을 체크한다.
2) 사전에 일상생활 및 이동보조 실시에 대하여 인내한다.
3) 혼자 시행이 어렵거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 주변의 도움을 요청한다.
4) 서비스 제공시 사용되는 기구의 사용방법을 사전 확인한다.
5)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대상자의 행동을 임의대로 결정하지 않는다.
6) 대상자에게 필요한 용품을 사전에 준비한다.
7) 서비스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한다.
8)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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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이동시 보조방법
1. 휠체어 이동시 보조방법
가. 휠체어에 대한 기본 이해
1) 휠체어 구성

❶ 손잡이(handle)
❷ 등받이(backrest)
❸ 팔받이(armrest)

❹
❺
❻
❼

핸드림(handrim)
브레이크(brake)
발판지지대(leg rest)
발판(foot rest)

2) 휠체어 조작 요령
(1) 정지 : 브레이크를 항상 잠가 둔다.
(2) 펴기

팔받이를 약간 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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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양쪽에 있는 프레임에
손바닥을 댄다.

밑으로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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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휠체어접기 순서
▪ 브레이크

정지-발판 접기-시트 가운데 위로 잡아당기기(시트 양쪽 손잡이

잡아당기기)
4) 휠체어펴기 순서
▪ 팔받이

약간 벌리기-시트 양쪽 시트 누르기-발판펴기-브레이크 풀기

5) 관리
▪ 휠체어도
▪ 비를

평소에 잘 관리하면 고장을 줄일 수 있고 수명을 늘일 수 있다.

맞지 않도록 한다. 비를 맞으면 녹이 슬어 흉하게 되거나 나사에 고장

이 생겨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된다.
▪ 나사에

이물질이 끼이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마른 헝겊으로 닦는다.

▪ 손잡이의

덮개가 헐겁지 않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특히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덮개가 빠지면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므로 주의한다.
▪ 접은

상태로 보관한다.

나.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 보조방법
(1) 침대를 낮은 위치로 내린 후 휠체어를 침대 옆에 45도 각도로 두고 바퀴를
고정한다.
(2) 침대머리를 가장 높게 올려 대상자를 앉힌 후 내린다.
(3) 대상자가 침대가로 앉기 위해 발을 침대에서 내리는 동안 목과 머리를 지
지한다.
(4) 대상자는 그 체위로 잠깐 동안 안정하도록 하고 슬리퍼를 신긴다. 휠체어
의 발 받침대는 다리가 걸리지 않도록 젖혀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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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일으켜 세운다.
▪ 대상자를 향해서 보조자의 발과 무릎을 구부려 고정시킨다.
▪ 대상자가 움직일 수 있는 경우 건강한 쪽 사지를 향하여 보조자의 손으로

대상자의 허리를 둘러싼다.
▪ 대상자의 건강한 쪽 팔을 요양보호사의 어깨 위에 놓거나 의자의 팔걸이

에 놓아서 일어설 때 사용한다.

(6) 대상자의 건강한 쪽 손으로 휠체어를 붙잡게 하고, 건강한 쪽 다리를 축으
로 빙그르 돌려 등을 휠체어로 향하게 하고, 보조자가 불편한 쪽 다리를
지지하면서 휠체어에 내려놓는다.
(7) 대상자가 앉는 동안 건강한 쪽 팔을 의자의 팔걸이에 놓아 스스로 안정성
을 유지한다. 대상자가 앉은 동안 보조자의 무릎과 둔부를 굽힌다.
(8) 휠체어의 다리받침이 접혀있는 경우 다리가 잡아당겨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올려놓고 대상자가 앉은 다음 발 받침대를 내려놓아 다리를 발 받침대에
차례로 올려놓는다.
(9) 필요한 곳에 베개를 사용하고, 대상자에게 무릎덮개를 덮어준다.
(10) 대상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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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원서비스 중 주의사항

– 휠체어 사용 시

▸ 이용자를 휠체어로 옮길 때 주의할 점
▪ 휠체어를 평평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위치로 옮겨 브레이크를 잠그고 발판

을 제친 상태로 준비한다. 이용자를 옮기기 전에 휠체어가 잘 고정되어 있
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 장애인은 한 손 혹은 양 손으로 휠체어를 잡고 오르게 한다. 이때 보조인은

휠체어가 미끄러지지 않게 뒤에서 잡아준다.
▪ 휠체어에 스스로 오르지 못할 경우에는 휠체어를 벽에 붙여 뒤로 밀리지

않게 한 후 장애인의 다리나 허리를 부축하거나, 사지마비가 있는 경우에
는 안거나 업어 앉을 수 있게 한다.
▪ 지체･뇌병변장애인은 몸을 가누지 못해 휠체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거나

작은 흔들림에도 미끄러져 떨어지는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등받이 쪽
으로 수시로 몸을 끌어당겨주거나 허리 조임 벨트를 착용시킨다.
▪ 휠체어에 앉은 후, 현재 자세가 불편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또한 한쪽으로

몸이 쏠리거나 또는 옷가지가 엉덩이, 다리 등에 겹쳐서 눌린 경우 국소
피부압박을 유발하여 욕창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바지 등의 옷가지를 정
돈하고 바른 자세로 앉을 수 있도록 점검한다.
▪ 가방끈이나 옷소매, 소변줄의 도관 등이 눌리거나 또는 휠체어 사이에 끼

였는지 점검하고, 하지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발판에 두 다리가 제대로 위
치해있는지, 휠체어로 이동 중 다리가 바닥에 끌리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
는지 등을 점검한다.

▸ 휠체어 사용하는 중 주의할 점
▪ 휠체어 팔걸이 밖으로 손이 나오거나 발판 밖으로 발이 나와 돌출부위나

모서리 등에 부딪쳐 상처를 입는 수가 있다. 휠체어를 사용할 때는 앞쪽만
보지 말고 발판이 벽이나 모서리 혹은 앞에 가는 사람에 부딪치지 않는지
를 유의한다.
▪ 휠체어 사용 시 빨리 달려서는 안 된다. 충격이나 급정거 시 장애인이 앞으

로 떨어져 외상을 입는 경우도 있으며, 패인 곳이나 돌출물을 통과할 경우
그 충격이 몇 배로 커져 휠체어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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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시 보조방법
(1) 휠체어를 45도 각도로 대상자 침대 옆에 놓은 다음 잠금 장치를 잠근다.
이때 대상자의 건강한 쪽이 침대로 향하도록 한다.
(2) 잠금장치가 잠겨 있는지 확인한다.
(3) 보조자는 다리받침을 올린다음 마주서서 대상자의 다리를 밑으로 내리고
둔부를 앞으로 이동시킨다. 보조자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불편한 쪽 무릎을
눌러 대상자를 일으켜 세운다.
(4) 대상자가 건강한 쪽 손으로 침대를 잡고 무릎을 구부려 침대에 앉게 한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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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휠체어 경사로 이동시 보조방법
1) 휠체어 경사로 오르는 경우
(1) 경사를 오를 때에는 보조인은 휠체어 뒤
에서 가급적 낮은 자세를 취하며 밀어 올
린다.
(2) 만약 장애인의 체중이 무겁거나 경사가
급하고 힘이 부칠 때는 휠체어를 비스듬히
놓은 후 브레이크를 잠그고, 휠체어를 잡은
상태에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오른다.

경사를 오를 때에 보조인은
가급적 낮은 자세를 취한다.

(3) 경사진 도로의 폭이 넓을 경우 지그재그로 오른다. 그러나 개인이 하기 벅
찰 경우에 무리하지 말고 경사 밑으로 다시 내려와 브레이크를 잠그고 다
른 사람의 도움을 청한다.
2) 휠체어 경사로 내려가는 경우
(1) 경사를 내려갈 때에는 일반적으로 휠체어를 뒤로 돌려 천천히 뒷걸음으로
내려가나, 장애인의 체중이 무겁지 않은 경우 휠체어를 뉘여 앞으로 내려
간다.
(2) 만약 장애인의 체중이 무겁거나 경사가 급한 경우 브레이크를 중간 위치에
놓아 바퀴에 마찰을 주며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앞을 보면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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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휠체어 턱 이동시 보조방법
1) 휠체어 턱 넘어가는 경우
(1) 낮은 턱(앞으로 넘기)을 지나갈 경우 휠체어 누름 대를 발로 눌러 앞바퀴를
턱 위에 올려놓고 뒷바퀴를 턱에 붙인 후 손잡이를 들어 올려 뒷바퀴를 턱
에 올린 다음, 휠체어를 뒤로 뉘여 두 바퀴가 바닥에 닿게 하며 내려온다.
(2) 높은 턱(뒤로 넘기)을 지나갈 경우 턱이 높아 앞으로 오르기 힘들 경우에
는, 휠체어를 돌려 뉘인 후 뒤로 끌어 올린다.
(3) 내려갈 때에는, 앞바퀴를 턱에 걸친 상태에서 뒷바퀴를 천천히 동시에 바
닥에 내려놓는다. 만약 혼자서 힘들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한다.
(4) 앞바퀴를 올릴 때는 앞바퀴와 턱의 거리를 가늠한 다음, 누름대를 눌러 앞
바퀴를 듣다.
(5) 뒷바퀴만으로 조금 이동한 다음 앞바퀴를 턱 위에 올려놓는다.
(6) 뒷바퀴를 자연스럽게 굴리면 뒷바퀴를 포함한 휠체어가 올라간다.

478

479

2) 휠체어 턱 내려가는 경우
(1) 장애인에게 뒤로 내려가고 있음을 알린 다음, 뒷바퀴를 천천히 굴려 충격
을 최소화 하여 뒷바퀴를 턱 밑으로 내린다.
(2) 뒷바퀴를 내린 다음 누름 대를 눌러 앞바퀴(캐스터)를 들어 뒤로 약간 후진
한다.
(3) 앞바퀴가 턱 밑으로 올 정도로 충분히 후진한 다음 앞바퀴를 내려놓는다.

3) 휠체어에서 업어서 이동해야 하는 경우
(1) 휠체어의 브레이크를 잠그고 발판을 접어놓는다.
(2) 장애인이 봉자사의 등을 볼 수 있도록 하여 발판 사이에 한쪽 무릎을 세우
고 앉는다.
(3) 장애인의 엉덩이를 앞으로 끌어당긴 후, 다리를 벌려 발판 밖으로 내놓거
나 무릎 위에 엇갈리게 포갠다.
(4) 장애인의 두 팔로 목을 감아 잡게 하고 허리를 끌어당겨 엉덩이에 밀착시킨다.
(5) 허리 숙여 체중을 어깨에 실은 후, 두 손을 뒤로 뻗어 휠체어의 팔받이 부
분을 잡고 일어선다(이때 휠체어 팔받이를 잡지 않고 장애인의 허리를 잡
고 일어서면 휠체어가 뒤로 미끄러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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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휠체어 계단 이동시 보조방법
1) 장애인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바라보면 공포를 느끼므로 여럿이서 휠체
어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시선이 높은 곳을 향하게 한다.
2) 계단을 오를 때에는 (사고에 대비하여) 계단의 가장자리 난간 쪽으로 가서
휠체어를 돌려 뉘인 후 한 계단씩 끌어올린다(휠체어를 뉘였을 때 장애인이
머리를 가누지 못해 뒤로 젖혀질 수 있으므로 손잡이를 잡은 한쪽 팔에 기
대게 한다).
3) 이때 휠체어의 무게 중심을 잘 이용하면 오르기가 쉽다.
4) 계단을 내려갈 때에는 계단의 가장자리 난간 쪽에 붙는다.
5) 휠체어 브레이크를 중간위치에 두고 휠체어를 뒤로 뉘여 앞으로 한 계단씩
천천히 내려간다(무게 중심 이용).

사. 휠체어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이동시 보조방법
1)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경우
(1) 보조인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후 휠체어를 돌려놓은 다음 문이 열리면
뒤로 들어간다.
(2) 이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급적 뒷벽에 붙는다.
(3) 내릴 때는 그대로 앞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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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엘리베이터의 버튼 가까이에 휠체어를 멈춘다. 문 정면에 세우게 되면 내
리는 사람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때 보조인의 손은 버튼에 손이 닿을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좋다.
(5)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도중에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고, 내리는 사람이 없
으면 엘리베이터에 탄다.
(6) 목적 층에 도달하기 전에 내릴 것을 주위 사람에게 알린다.
(7)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브레이크를 풀어 앞 방향으로 내린다.
2) 에스컬레이터 이용하는 경우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보조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므로, 경험이 없
는 경우에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2)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갈 때에는 휠체어를 뒤로 뉘인 후 앞으로 오른다. 이
때 보조인은 휠체어 손잡이를 잡은 후 한 두 계단 아래 위치한다(휠체어브
레이크를 잠그지 않는다).
(3) 또한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갈 경우 휠체어를 뉘인 다음 뒤로 내려간다. 이
때에도 보조인은 한 계단 아래에 위치한다.
(4) 장애인이 상하로 이동할 경우에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가능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등 엘리베이터가 설치
된 장소에서는 휠체어를 탄 채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
우도 있다. 이런 경우 그 시설의 규칙에 따라 보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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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자동차 등 대중교통 승･하차 시 보조방법
[일반 승용차 및 택시 이용]
(1) 이용자가 앉고자 하는 좌석을 확인한 후 차 문을 열고 자동차의 문을 열어
두고 휠체어를 적당한 위치에 둔 후 브레이크를 잠그고 발판을 제친 다음
한쪽 발을 휠체어 발판 사이에 넣는다.
(2) 한 손을 장애인의 등 뒤로 깊숙이 넣어 허리춤(허리띠)를 잡고 다른 한 손
은 장애인의 무릎 아래를 받쳐 든다. 이 때 허리를 굽히지 않고 다리를 굽
힌 후 일어서야 허리에 무리가 없다.
(3) 이용자의 머리가 차 안으로 먼저 들어가게 한 후 좌석에 엉덩이를 걸터
앉힌다.
(4) 휠체어를 세워서 실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잠그고 접은 상태에서 싣는다.
이 때 휠체어가 쓰러지거나 밀리지 않도록 차에 끈으로 고정시킨다.
(5) 휠체어를 뉘여서 실을 경우(승용차의 트렁크)에는 브레이크를 잠근 후, 손
잡이와 핸드림(휠체어의 큰바퀴에 달린, 이용자가 손으로 굴릴 수 있는 부
분)을 잡고 들어올려 눕힌다.
(6) 앞바퀴(경우에 따라선 뒷바퀴)를 트렁크에 걸친 후 밀어 넣는다.
(7) 트렁크가 작아 문이 닫히지 않을 때는 문과 차체를 끈으로 묶어 열리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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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이용]5)
(1) 좌석버스나 장거리 여객버스, 고속버스 등은 대부분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
지 않아 휠체어를 탄 채로 승차할 수 없다.
(2) 보조인은 이용자를 안거나, 업거나, 또는 부축하여 휠체어로부터 지정된
좌석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착용시킨 후 옆 좌석에 동행한다.
(3) 휠체어는 브레이크를 고정하여 버스의 짐칸에 움직이지 않도록 확인하여
싣는다.
(4) 필요한 경우 사전에 쿠션 등을 준비해 이용자를 지지하도록 한다.
(5) 장거리 이동의 경우 좌석의 등받이가 충분히 젖혀지는 버스를 이용하고,
고속버스일 경우 우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6) 전동휠체어의 경우 싣는 과정에서 크기나 중량의 문제가 따를 수 있으므
로, 외출 전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도록 권한다.

5) 버스 이용 및 지하철 이용: 보건복지부 2016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보조인 양성 교육
과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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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이용]
(1) 지하철 역사의 승강기는 대부분 건널목과 인접한 인도에 설치되어 있다.
승강기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편의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역사에 설치된 승강기들은 대부분 승차권 발매기와 개찰구로부터 떨
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에 유의해야 한다.
(2) 장애인과 동승자 1인에게는 지하철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지
역에 따라 발급기관은 다르지만, 주민지원센터(동사무소) 또는 지정은행에
서 장애인들에게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지하철 1회용 승차권
발매기를 이용하면 거리에 관계없이 우대승차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우대
용 무임승차권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1회용 승차권 발매기
에 인식시켜야 한다.
(3) 장애인용 무임교통카드 또는 우대용 무임승차권을 뽑아 개찰구에 인식시킨
후 통과한다.
(4) 휠체어는 일반 개찰구 옆에 별도로 마련된 넓은 폭의 개찰구를 이용할 수
있다.
(5) 개찰구를 통과한 후 다시 승강기를 이용하면 승차장인 플랫폼으로 내려갈
수 있다.
(6) 지하철 객차에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는 별도의 칸이
있으므로 확인 후 휠체어 장애인용 승강 플랫폼에서 기다린다.
(7) 승하차시 플랫폼과 열차 사이의 간격이 넓을 경우, 뒤에서 누름판을 눌러
앞바퀴를 들어 앞으로 출입하거나 처음부터 뒤로 돌아 큰 바퀴를 이용하여
뒤로 출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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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콜택시를 이용한 이동]
(1) 장애인용 콜택시는 급여시간, 대기시간, 급여 가능지역 등이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여건을 잘 알아 두어야 한다. 콜택시 급여를 받으려면 사전
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발 시간과 장소를 예약해야 한다. 활동보조인은
다음과 같은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필요한 유의점들을 숙지하여 보조에 임
해야 한다.
(2) 첫째, 리프트가 내려오는 곳에서 조금 떨어져 리프트가 정지할 때까지 기
다린다. 리프트가 지면에 접지하면 휠체어를 앞 방향으로 하고 리프트에
탄다. 휠체어의 앞뒤 바퀴가 전부 리프트에 실린 것을 확인한 후 휠체어의
브레이크를 잠근다.
(3) 둘째, 이용자가 리프트로 안전하게 승차한 후 활동보조인도 승차한다. 리
프트는 2인 정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지만,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활동
보조인은 리프트에 함께 타지 않는다.
(4) 셋째, 고정 장소에 휠체어를 고정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이용자 옆에 탑승
하여 이자가 급커브나 급제동으로 균형을 잃거나 쏠리는 일이 없도록 보조
한다.

10. 일상생활 활동지원 서비스 이해

2021 사회복지과정

[철도를 이용한 이동]
(1) 철도는 안전하고 정확한 도착시간으로 인해 매우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알
려져 있다. 그러나 승용차나 버스와 달리 철도는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하
기까지의 준비와 또 다른 접근 수단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갖고 있다. 또
역사(驛舍)의 시설이나 객차의 구조, 심지어 여객정책에 따라 장애인의 이
용에 많은 제약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그래서 철도는 여행이나 친지방문
등 주로 장거리 이동에 제한적으로 이용된다.
(2) 만약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이 철도를 이용하여 이동하려 한다면,
이러한 일반적 특성들을 잘 이해하고 사전에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검토하
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3) 경우에 따라서는 철도청이나 장애인 여행동아리 등에도 문의하여 안전한
이용 방법을 알아보는 것도 활동보조인의 적극적인 태도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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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와 선박을 이용한 이동]
(1)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의 항공기 이용은 연 5만 명(2010년 현재
47,000여 명)에 이를 만큼 매년 늘고 있다. 그러나 항공기는 요금이 비싸
고 장거리 여행에 적합하여, 주로 해외여행이나 국제교류, 해외 친지방문
등에 이용되는 이동수단이다. 또 항공요금은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가격
차가 크고, 목적지의 사정에 따라서는 방문에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
로 많은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대부분의 급여는 승무원들에 의
해 직접 손으로 이루어지므로 웬만한 불편사항이 발생하더라고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반면에 선박을 이용한 이동의 경우, 유람선을 이용한 관광이나 친지방문을
위한 여객선의 이용이 대부분으로 섬과 같은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
인이 아니라면 그리 이용이 잦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륙에도 강
이나 담수호에 유람선이 발달되어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기도 하다. 항공기와 달리 요금이 일정할 뿐만 계절과 관
계없이 요금이 일정할 뿐만 아니라 가격도 매우 저렴하다.
(3) 그러나 선박은 대부분 내부구조가 비좁고 칸이나 계단이 많아 휠체어의 자
유로운 실내 이동이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파도나 물결에 의해 선체의 일
렁임이 심하고, 부두의 접안시설이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열악하다.
(4) 따라서 비행기 이용과 마찬가지로 선박을 이용할 때도 사전에 충분한 시간
을 갖고 관련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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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 옮기기 보조기술
가. 잡아주는 방법
장애인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갈 때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다. 즉, 장애인의 능력에 알맞은 신체적 이동능력과 감각적 능력이상6)의 조화,
적절한 기구 이용 및 이동기술 등이다. 이동시 보조방법 및 유의사항은 장애인
스스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이동하는 것으로
이는 도움을 주는 자가 바르게 장애인을 보조할 줄 알아야 한다. 대상자를 옮기
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기술로 한 사람이 옮기거나 두, 세 사람이 서로 도와 옮기
는 방법이 있다. 옮기는 기술은 대상자를 잡아주는 부위에 따라 몇 가지 방법으
로 나뉜다.
1) 손목 잡아주기
손목과 손목을 마주잡는 방법은 제일 든든하지만 대상자가 손을 쥘 수 없다면
보조자가 대상자의 손목을 잡아 일으키거나 앉힐 수 있다.

그림 3

손목 잡아주기

6) 중추 또는 말초신경의 이상으로 근육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서 오는 기능 불안전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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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가락 잡아주기
손가락을 마주잡아 빠지지 않도록 한다. 일어나 앉힐 때 주로 사용한다.

그림 4

손가락 잡아주기

나. 겨드랑이 잡아주는 방법
대상자의 앞이나 뒤에서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어 잡아주는 방법이다.

그림 5

겨드랑이 잡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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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 명의 보조자가 대상자를 옮길 때 기본적인 방법

높은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두 명의 보조자가 옮기는 방법으
로 대상자는 머리를 들고 보조자
들은 대상자의 어깨와 무릎 위치
에서 서로 팔을 잡아 대상자를 들
어 옮긴다.

낮은 침대에서 두 명의 보조자가
옮길 때는 보조자들은 한 손으로
등을 받치고 다른 손은 대상자의
골반부 밑에 타올이나 침대보를
깔아 이를 잡도록 한다.

대상자를 침상에서 들고 보조자들
은 대상자의 무릎 밑과 등을 받쳐
주고 대상자는 양 팔로 보조자들
의 목을 감싸도록 한다.

라. 두 명의 보조자가 옮기는 방법
높은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두 명의 보조자가 옮기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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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자들은 대상자의 등 혼자서 옮길 수도 있다.
과 무릎 밑에서 서로 손
을 잡고 대상자를 들어
옮긴다.

보조자들이 등과 무릎을 어깨를 이용하여 대상자
잡고 침상으로 옮기기
를 침상 모서리에 앉히기

어깨를 이용하여
들어 옮기는 방법
(앞에서 본 그림)

겨드랑이 잡기 :
바닥에서 의자로
들어 옮기기
(뒤에서 본 그림)

겨드랑이 잡기 :
들어 옮기는 방법
(옆에서 본 그림)

겨드랑이 잡기 :
바닥에서 의자로
들어 옮기기
(앞에서 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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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상자 등 뒤에서 대상자 옮기는 방법
대상자 등 뒤에서 양손목 잡기 법으로 대상자를 옮기는 방법이다.

한 사람이 옮기는 법은
보조자가 등 위에서 대상
자의 양 손목을 잡고 무
릎을 구부렸다가 펴면서
대상자를 일으켜 세우는
방법으로 대상자가 하지
를 스스로 조절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두 사람이 옮길 경우 한
사람은 등 뒤에서 대상자
의 양 손목을 잡고 다른
사람은 대퇴부와 하퇴부
밑을 감싸 잡아주고 대상
자를 옮긴다.

대상자가 바닥에 앉아 있
는 경우 앉은 자세로 대
상자를 들어줄 경우 보조
자들은 무릎을 구부렸다
가 펴면서 서서히 대상자
를 들어주게 된다.

대상자를 일으켜 세울
경우는 한 사람은 등 뒤
에서 대상자의 양 손목
을 잡고 다른 사람은 대
상자의 발 등을 잡아 대
상자가 발을 잘 지지하
도록 도와준다.

바. 세 명의 보조자가 대상자 옮기는 방법
세 명의 보조자가 대상자를 옮기는 방법으로 첫 번째 사람은 머리와 어깨를
지지하고 두 번째 사람은 골반부를 지지하고 세 번째 사람은 하지를 지지하여
옮기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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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휠체어에서 업어서 옮기는 방법
(1) 휠체어의 브레이크를 잠그고 발판을 접어놓는다.
(2) 장애인이 보조자의 등을 볼 수 있도록 하여 발판 사이에 한쪽 무릎을 세우
고 앉는다.
(3) 장애인의 엉덩이를 앞으로 끌어당긴 후, 다리를 벌려 발판 밖으로 내놓거
나 무릎 위에 엇갈리게 포갠다.
(4) 장애인의 두 팔로 목을 감아 잡게 하고 허리를 끌어당겨 엉덩이에 밀착시킨다.
(5) 허리를 숙여 체중을 어깨에 실은 후, 두 손을 뒤로 뻗어 휠체어의 팔받이
부분을 잡고 일어선다(이 때 휠체어 팔받이를 잡지 않고 장애인의 허리를
잡고 일어서면 휠체어가 뒤로 미끄러질 우려가 있다).

아. 휠체어에서 보조인의 팔을 사용하여 옮기는 방법
(1) 자신과 이용자의 체격 차이나 상황에 따라 팔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2) 보조인의 두 손을 끼우는 것이 기본이지만, 한쪽 손을 겨드랑이 밑에 넣어
받쳐주는 경우도 있다.
(3) 이용자의 이동활동 보조 시에 안전하게 받치기 위해 손가락 끝 관절까지
활용하여야 하는데 이때 손가락 끝으로 이용자를 움켜잡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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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행시 보조방법
보행을 위해 대상자를 부축할 경우 장애인의 의견을 듣고 부축하되, 대체로 보
조인이 장애인의 몸이나 팔을 잡고 가기보다는 장애인이 보조인의 신체를 잡고
가는 것이 덜 위험하다.

가. 계단 보행시 보조방법
1) 계단을 걸을 때에는 양 옆의 난간을 잡고 오르고 내리게 보조한다. 이
때 난간을 잡지 않은 손을 잡아주는 것이 좋은지 어떤지 묻는다.
2) 혼자 오를 경우 한 계단 뒤에서 내려 올 때는 한 계단 앞이나 옆에 위
치하여 주저앉거나 넘어지는 경우에 대비한다.
3) 몸이 서로 접촉할 때 발이나 손에 갑자기 경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
으므로 이점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1) 계단 앞으로 올라가기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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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단 앞으로 내려오기 보조

나. 보행기 사용시 보조방법
1) 필요물품을 준비하고 보행기의 손잡이, 고무받침이 닳지 않았는지를 확인한다.
2) 대상자가 미끄럼방지 양말과 신발을 신도록 한다.
3) 대상자의 앞에 보행기를 둔다.
4)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약 30도로 구부러지도록 대상자 둔부 높이로
조절한다.
5) 대상자가 걷는 동안 보조자는 대상자의 뒤쪽에 서서 보행벨트를 잡고 걷는다.

다. 지팡이 사용 시 보조방법
1) 지팡이 종류를 확인한 다음 지팡이의 고무 받침이 닳지 않았는지, 손잡이가
안전한지를 확인한다.
2) 대상자가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건강한 손으로 지팡이를 사용하도록 한다.
3) 대상자의 발 앞 15cm 지점에 지팡이의 끈을 둔다.
4) 대상자는 체중이 지팡이와 두 다리로 지탱되는 동안 지팡이 앞으로 불편한
다리를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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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는 체중이 지팡이와 두 다리로 지탱되는 동안 지팡이 앞으로 불편한
쪽 다리를 옮긴다. 방향전환을 할 때는 불편한 쪽을 지팡이 쪽으로 내밀고
건강한 다리에 체중을 실어 원을 그리듯 천천히 반원을 그리며 방향을 바꾼다.
6) 계단 이동 시 지팡이 → 건강한 다리 → 불편한 다리 순서로 오르고 내려
올 때는 건강한 다리 → 지팡이 → 불편한 다리 순으로 내려오도록 보조한다.

라. 흰 지팡이 사용 시(시각장애인) 보조방법
1) 보조자는 흰지팡이 반대편에서 반보정도 앞에 선다. 안내를 시작하기 전 시
각장애인의 어깨나 손목부분을 터치하며 도움 의사를 물어본다.
2) 보조자는 시각장애인의 왼손목을 잡고 보조자의 팔꿈치 아래나 전박부를 잡
게 하고, 반걸음 앞서 간다. 반면 시각장애인과 보조자 키 차이가 날 경우
어깨 등을 잡는 것도 좋다.
3) 안내 중에 잠깐 혼자 세워 놓을 경우 벽이나 기둥 가까이 서 있게 배려한다.
4) 좁은 통로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보조자의 어깨에 얹고 따라 오도록 한다.
5)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정지하여 계단의 시작을
알려준다. 계단의 단수 및 장애물 등을 미리 설명하여 환기시켜준다. 계단
이 끝나는 위치에 정지하여 계단이 끝나는 것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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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동보조 시 주의시항
1) 이동의 목적에 대해 문의한다.
2) 이동 장소에 대해 문의한다.
3) 이동 소요시간을 어림해 본다.
4) 이동경로, 교통체증 정도, 볼 일 소요시간 등을 미리 어림해 식사 여부,
용변조절, 경비 등에 대해 계획을 세운다.
5) 준비용품을 점검한다.
6)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구를 이용하는 대상자인 경우 기구 상태를 점검한다.
7) 휠체어 뒷주머니에 지갑이나 가방, 과자봉지나 빈 캔 등의 쓰레기를 넣지
않도록 한다.
8) 용변용품을 이용하는 대상자인 경우, 이를 미리 챙겨야 한다.
9) 부축할 경우 대상자의 의견을 듣고 부축하되, 대체로 보조인이 장애인의
몸이나 팔을 잡고 가기보다는 대상자가 보조인의 신체를 잡고 가는 것이
덜 위험하다.
10) 계단을 걸을 때에는 양 옆의 난간을 잡고 오르고 내리게 한다. 이때 난간
을 잡지 않은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좋은지 어떤지 묻는다. 혼자 오를 경우
한 계단 뒤에서, 내려올 때는 한 계단 앞이나 옆에 위치하여 주저앉거나
넘어지는 경우 대비한다.
11) 몸이 서로 접촉할 때 발이나 손에 갑자기 경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므
로 이점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12) 지하철 플랫폼과 열차 사이 간격이 넓을 경우 장애인이 의지할 수 있게
팔을 내어 주도록 한다.
13) 버스 승･하차 시, 자동문을 급히 닫으려 하거나 운전사가 짜증을 낼 수도
있으므로 미리 운전사에게 말을 하여 장애인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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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복지시설 및
프로그램 보조방법 이해

사회복지대상자와 가장 가까이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본인이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대상자에 따라 다양한
시설이 있으며, 각 시설마다 제공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시설(기관)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의 개념과 종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며, 사회복무요원이 시설(기관)과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올바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시설의 역할과 사업을 이해하고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대상자 프로그램의 목적과 효과에 맞
게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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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및
프로그램 보조방법 이해

Ⅰ 사회복지시설
1.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실천
현대 사회는 복잡하고 개인 중심적 특성이 점차 강해지고 있어서 개인적 차원
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사회복지는 개인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함
께 해결하려는 노력이며 현대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사회복지는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회적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즉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
을 나타내는 이념이면서도 동시에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제도와 정책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에서도 말했듯이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개인중심의 특성 등으로 인하
여 사회복지의 목적과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제도나 정책만으로는 불가
능하다. 특히 현대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나 낙오자에 대한 보호를 기본으로 하
면서도 점차 전 국민의 보편적 욕구와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어 사회복지
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와 실천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를 충
족시켜줄 수 있는 전문적인 실천활동이 바로 사회복지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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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복지실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서비스와 실
천기술, 이러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전달체계로서 공식적인 복지시설이나
장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이유는 사회복지실천은 모든 사람
들이 개인적인 능력의 신장이나 환경과의 보다 나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만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도와주는 전문적인 활동이나 서
비스에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종합적인 전문실천영역이기 때
문이다(이은희 외, 2014). 또한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한 이
유는 사회복지 실천활동이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의 개인적인 차원에
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써 일정한 물리적 공간인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

2. 사회복지시설의 역할과 시설보호
가.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및 종류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의 정의는 ʻʻ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
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ʼʼ 이때 사회복지사업은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
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정
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 특례법」,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기부 활
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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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에서 정하
고 있는 ʻʻ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
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
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ʼʼ라고 정하고
있다.
미국 NASW(미국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사전에 의하면 ʻ사회복지시설은
특별한 사회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사회문제를 갖게 될 위험이 있는 사람
들에게 일정한 범위 내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와 사무
직원, 기타의 직원들로 구성되고 이사회에서 운영하는 조직이나 시설ʼ이라고 설
명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시설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곤란
을 느끼고 있는 사람, 심신의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하여 자립생활이 곤란한 자들
의 보호･육성･치료･재활･훈련 등 적절한 원조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들의 복지증
진을 기하는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소관
부처
보
건
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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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시설종류

노인복지시설

세부종류
생활시설

이용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비고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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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처

시설종류

복합노인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세부종류
생활시설

이용시설

비고

「농어촌주민의
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

 아동양육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전용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자립지원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법」

 다함께돌봄센터
 장애인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
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부

 어린이집

어린이집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시설

노숙인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생활 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영유아보육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쪽방상담소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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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처

시설종류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가정폭력
보호시설

세부종류
생활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여
성
가
족
부

한부모자
복지시설

이용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기본, 공동, 자립)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일시지원복지시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비고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나. 사회복지시설의 역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경제적으로 생활의 저해를 받고 있는 사람, 심신의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하여 자립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의 생활의 장 혹은 쉼터로서 물
적･심적인 여러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각각의 사람에 대하
여 적절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시설은 보호를 함에 있어서 인간존중의 이념을 기초로 해야 하며, 시설에 수
용･보호되는 자는 부모의 이혼･사망 등 가정의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보호를 받
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간의 시설보호에서 오는 사회성･자립성의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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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활능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시설에서는 단기보호에
끝내고 빨리 지역사회 및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좋다. 사회복지시설은 고아,
노약자, 장애인, 부랑인 등과 같이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해 시작되었는데 그 역할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시설생활자의 생활을 유지하고 지원하는 역할이다. 사회적 자립이
곤란한 요보호 대상자가 가정에서 복지를 실현하기 어려울 경우, 자택에서 생활
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시설에 입소시켜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해 주면서 각종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한다. 시설보호는 그 유형에 따라 단순한 생명의 안전
이나 유지 차원에서부터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게 된다.
두 번째는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클라이언트의 시설보호로 인하여,
남은 가족의 생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가족관계를 조정하고, 가족의 부양
기능을 안정시킬 수 있다. 요보호 대상자가 생활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남은 가족
의 생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
록 원조한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복지를 증진하는 역할이다. 시설은 지역사회에 고립된 성과
같은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복지 인프라로 자리매김 되어야한다. 시설이 시설
보호에 충실한 것은 물론이고 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사회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
응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사회 중
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와 연계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
를 증진시킨다.
네 번째는 주민에 대한 복지 교육적인 역할이다. 시설은 주민의 체험적인 복지
교육의 현장이다. 주민에게 복지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최적의 복지시설이 바로
사회복지시설로서 주민에게 자원봉사 활동거리를 제공하고, 시설생활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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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높이고, 시설보호에 대한 주민참여를 조장하고, 시설생활자와 주민이 함
께 어우러져 진정한 이웃으로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체험의 장이 되어야
한다(엄미선외, 2010).

다. 사회복지 시설보호
1) 양질의 서비스 제공
시설서비스는 시설생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
다. 한 인간으로서 삶의 근거지가 가정
이든 시설이든 상관없이 자기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
서 시설서비스는 최저생활보장수준에서
최적생활보장수준으로 질적 향상을 기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시설서비스의 수준을 어느 정도 향상시켜야 할 것인가
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시
설생활자들이 만족하고, 지역 주인의 평균적 삶의 수준 즉, 객관적인 기준에 부
합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지역 주민이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생활자들이
더 이상 지역사회와 분리되지 않은 지역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사회통합의 효과
를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나아가 시설이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포스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서비스 선택권의 보장
최근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공급자 중심체제에서 생활자 중심체제로 바뀌
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의 변화를 의미한다. 시설서비스와 관련된 변화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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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생활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시설직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생활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고, 제공되는 서비스도 시설생활자들이 선
택할 수 있어야 한다.
시설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시설생활자들이 갖게 되기 위해서는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즉, 선택자료가 있어야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서비스 내용 및 수준으로는 선택권이 보장될 수가 없다. 또
한 준비된 서비스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시설생활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적절한 정보의 제공 없이는 선택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택의 한계가 있다.
시설생활자에게 다양한 정보와 선택자료가 제공된다하더라도 선택능력이 있
어야 한다. 모든 시설생활자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선택
능력이 부족한 생활자에게 자신에게 최선의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체제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시설생활자의 능력 활용
시설서비스는 시설생활자의 자립생활의 유지 및 지속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시설노인의 경우 노인이라는 특성상 점차 기능의 저하, 상실, 쇠퇴 등의
과정을 거쳐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지만, 노인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시설노인이 자기답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
법이다.
시설노인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시설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노인의 잔존능력을 활용한 다양한 시설서비스의 실시는 이에 참가하는 시
설노인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시설노인이 타인으로부터 서비스만 제공받는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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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존재에서 자신도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다는 주체적 존재로의 자긍심을 갖도
록 하게 되어 시설노인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다.

라. 사회복지 시설보호의 효과1)
생활시설은 특수한 욕구 또는 가정 생활상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가정을 대신하여 생활의 장을 보장해 주며, 자활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
의 사회복귀를 최대한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수한 욕구 때문에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
직원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또한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앞으로 사회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즉, 자립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교류프
로그램, 가족과의 관계 유지･강화프로그램 등과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
어야 한다.
이러한 시설보호는 다음의 네 가지 요소에 의해 그 효과가 좌우된다. 즉, 시설
보호의 효과는 시설생활자의 상황, 직원의 상황, 직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실
천, 생활환경 등과 같은 요소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효과란 단순히 서비스의 실천결과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
서비스의 실천에 따라 시설생활자가 어느 정도 만족을 얻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서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적절하였는지가 평가의 척도가 되고, 효과
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서비스의 실천이 시설생활자에게

1) 박태영(2007), 산청성심원 직원교육 강의자료에서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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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고 가능한 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설생활자가 만족했는지의 여부와 객관적으로 봐서 적절한 서비스
가 실천되었는지의 두 가지 점에 유의하여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이 시설보호의 효과를 결정짓는 네 가지 요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생활자의 신체적 상태와 심리적 상황에는 건강상태, 날씨 변화, 가
족관계, 동료 관계 등이 해당된다.
둘째, 직원의 심신 상황 및 실천경험과 지식, 기술 수준은 직원의 건강상태,
성격, 가치관, 전문지식･기술의 습득, 현장경험 등 직원이 시설생활자에게 양질
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정도를 의미한다.
셋째, 직원의 서비스 제공 시 자세 즉, 표정, 동작, 말투, 각오 등을 말하며,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일관성과 적극성, 충족성 등의 과정과 결과를 의미하는 것
이다.
넷째, 시설생활자를 둘러싼 환경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시설의 입지조건, 건물･
설비･기재의 배치, 직원의 배치상황 등이 속한다.
생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시설생활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에 직결되는 요소가 시설직원의 자세와 전문성이다. 직원이
시설보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자격, 경험, 윤리, 자세 등을 갖추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질들이 실천현장에서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표출되어야 시
설생활자가 만족하는 시설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언급한
시설보호의 원칙이나 효과는 비단, 생활시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용시
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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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시설 운영
가. 설치 및 운영주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민간이 설
치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우리나라가 사회･경제적으로 급속히
성장･발전하면서 1980년대 이후부터는 대부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
지시설을 설치하여 민간에게 그 시설의 운영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형태가 일반
화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민간에 그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설로서는 사회복지관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국에 있
는 457여개의 사회복지관중 90% 이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지 않
고 민간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사회복지사업이 그 속성상 헌신성
과 소명의식을 필요로 하며 더불어 전문성을 요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동양육시설과 같은 생활시설은 1970년대 이전에 설립된 곳이 많아
아직도 민립민영의 형태가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보호시설이나
노인주거복지시설 등과 같은 노인･장애인생활시설도 민립민영의 형태로 운영되
고 있는 시설이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등과 같은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보다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위탁대상은 사회복지법인이 가장 많지만, 사회복지
법인 외에도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도 있으며 심지어 어린
이집 등과 같은 소규모 시설은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2000년도 이전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법인만 가능하였으며 지방자치단
체장의 허가사항이었으나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는 ʻʻ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ʼʼ라고 규정하여 신고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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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편, 개인에게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노인
장기요양보험(2008년 7월 시행)은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기폭제
가 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수는 2018년 12월 기준 노인요양시설 3,390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897개, 방문요양 11,199개, 방문목욕 8,942개, 방문
간호 655개, 주야간보호시설은 1,895개, 단기보호시설은 103개, 복지용구대여
는 1,915가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여러 법인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
서 살펴보기로 하자.

나. 비영리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적으로 법인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인은
자연인에 의해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
서의 지위를 인정한 법률상의 인격체라 할 수 있다.
법인은 크게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등으로 나눠진다. 공법인은 국가나 공공단체 등과 같이 그
내부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적 권력작용이 미치는 법인이며, 사법인
은 그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회사 등)과 학
술, 종교, 자선, 기예,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통
칭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은 일정한 목적과 조직 하에 결합된
사람의 집단인 사단법인과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의 집단인 재단법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
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비해 보다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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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강조되는 법인이라 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
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특수법인으로써
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
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사회복지사업의 건실한 수행을 위해 법
인의 설립, 배경, 소멸 및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 등에 세부
적인 규정을 해놓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은 모두 다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근거되고 정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련된 사회복지
사업법은 매우 중요하다(엄미선 외, 2010)
또한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에 의거 사회복지 목적사업의 경
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
로써 원칙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있다.

다.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기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은 시설의 종류, 서비스 대상자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사회복지 관련법에서 각기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법령에서 정한 설치
요건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라. 사회복지시설의 인력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 인력은 사회복지 행정조직 내에서 사회복지 서비
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활동하는 전문인을 말하는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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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의 전문화와 직결되므로 사회복지분야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사
회복지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ʻʻ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ʼʼ라고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전문가인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
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ʻʻ사회복지시설에서 다음 각
호(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3.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ʼʼ라고 규정하여 사회복지사의 구체적 직무
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전문인력이 사회복지사만 있는 것은 아니
고, 사회복지관련 법령에서 각기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시설의 종류와 특성
에 따라 간호사, 특수교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
사, 언어치료사, 임상심리사, 영양사 등과 같은 다양한 전문가가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외에도 서무나 회계, 운전기사, 안전관리인, 조리사(인) 등과
같은 인력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에서 근로자로서 근
무하는 종사자 외에도 사회복무요원, 평생교육강사, 자원봉사자, 실습생, 직장체
험연수생 등과 같은 다양한 보조인력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활발할 서비
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마.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사회복지시설의 재정구조는 크게 세입과 세출로 나눠지는데 세입은 사회복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수입을 의미하며 세출은 지출을 의미한다. 극히 일부의 유료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은 세입 측면에서는 정
부보조금, 법인전입금,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수입 등으로 구성되는데 정부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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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는 시설운영보조금을 말한다. 그러나
정부보조금의 액수는 시설의 종류와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하기 어려우며, 법인전입금은 사회복지시설을 수탁받아 운
영하는 운영주체인 법인으로부터 시설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뜻한다.
또한 사업수입은 효율적인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이용료를 수납하여 얻는 수입을 말하
며, 기부금은 개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사업을 위해 후원하는 후원
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기업복지재단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시설에
따라서는 별도로 외부지원금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을 뜻한다. 기타수입은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나 불용품처분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등을 말한다.
세출측면에서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재산조성비, 기타지출 등으로 분류되
는데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뜻하며, 운영
비는 시설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직접사업비 외의 간접경비 즉, 사무용품비, 인쇄
비, 수선료 등과 같은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연
료비, 여비교통비 등을 의미한다. 사업비는 시설이용자나 시설생활자들에 대한
생계비, 피복비, 상담사업비 등과 같이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직접사업비를 말
하며, 재산조성비는 신규시설 설치나 시설 개･보수, 비품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지출을 뜻한다.
다음은 이용시설인 ʻ○○사회복지관ʼ의 세입･세출 예산 현황과 생활시설인 ʻ○○
요양원ʼ의 세입･세출예산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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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예산 현황

표 2

단
( 위:명)

세 입
항 목

세 출

금 액

비 율

항 목

금 액

비 율

법인전입금

53,500

7.3

인 건 비

675,876

45.3

정부보조금

1,023,064

65.9

운 영 비

82,060

5.5

243,773

15.7

실비사업비

179,040

12.0

9,000

0.6

무료사업비

235,736

15.8

기 부 금

116,670

7.5

재산조성비

308,844

20.7

기 타

45,993

3.0

기 타

10,444

0.7

1,492,000

100%

1,492,000

100%

사업수입
외부지원금

계

계

○○요양원 예산 현황

표 3

(단위: 천원)

세 입
항 목

세 출

금 액

비 율

항 목

금 액

비 율

법인전입금

145,551

14.0

사무비

788,017

75.9

정부보조금

751,721

72.4

재산조성비

86,185

8.3

사업수입

0

0

사업비

153,830

14.0

기 부 금

44,350

4.3

기타

6,968

1.6

기 타

96,378

9.3

예비비

3,000

0.2

1,038,000

100%

1,038,000

100%

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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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대상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는 흔히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 부랑인,
정신질환자 등 반드시 사회적 약자로써 보호 및 입소되어야 하는 사람만 그 대상
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편견이 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사회복지시설의 종
류에 따라 법에서 정한 입소기준이나 이용대상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
만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각종 보육시설 등과 같이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도 있다.
물론 생활시설에 한하여 주로 수급자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체로 부양의무자
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약자, 18세 미
만의 아동, 한부모가정, 미혼임산부, 불구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
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를 필요로 한다
고 인정하는 자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용 의뢰된 자가 주로 이용하게 된다. 그러
나 생활시설이라고 반드시 수급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자 또는 장
애인의 경우에는 일반인도 일정 범위의 인원에 한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유료양로원과 유료노인요양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사실 예전의 시설보호방법은 대부분 시설보호 대상자가 자신의 가정을 떠나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정기간 동안 혹은 평생을 생활하는 방식이 주된 것이었으나
최근 들어 탈시설화, 정상화 등의 이념에 따라 요보호자가 가정 또는 지역사회에
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제공받는 방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시설이용자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종래 우리가 알고 있는 시설 ʻʻ생활인ʼʼ
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보육원이나 양로원에서 생
활하고 있는 자는 모두 빈곤하거나 부모 또는 자녀가 없는 사람들인 것으로 알고
막연히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지나친 동정심,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는
등 일반인들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보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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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생활인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인격
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원요한, 2004).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생활시설
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 ʻ수용자ʼ라는 호칭보다는 ʻ생활자ʼ라는 호칭을 사용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사. 사회복지시설의 프로그램
사회복지시설의 프로그램 역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
마디로 ʻ사회복지시설의 프로그램에는 이런 것이 있다.ʼ 라고 규정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이란 ʻ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자원과 기술이 투입되어 일정
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직의 계획적인 활동체계ʼ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
복지시설에서 이용자들의 문제해결과 욕구충족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유용한 도구라 할 수 있다.
한 사회에서 어떤 문제와 욕구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수립된 정책에 따라 법과 제도가 만들
어지게 되는데 이를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는 ʻ행정체계ʼ라 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법과 제도는 전달체계상 ʻ집행체계ʼ인 사회복지시설에서 구체적인 사회복지서비
스로 전환되어 시설이용자들에게 제공된다. 이 때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즉, 사회복지실천 활동들의 집합이 곧 프로그램인 것이다. 따라
서 사회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은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성격과 이용대상에 따라 다
양하게 개발되어 실행될 수밖에 없으며 시설의 설립이념이나 운영목적과 논리적
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 즉,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의 설립이념과 목적을 정점으
로 해서 프로그램으로 분화되고 이것은 다시 구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로 분화되
는 계층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다음의 <표 4>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명시된 사회복지관련 프로그램의 예
이며 <표 5>는 한 노인요양원의 주간프로그램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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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회복지관 사업의 예

기능

사례관리
기능

영역

필수 단위 사업군

사례발굴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
계획 수립

사례개입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가족기능강화

•
•
•
•
•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기능보완사업
가정문제해결･치료사업
부양가족지원사업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지역사회보호

•
•
•
•
•
•
•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재가복지봉사서비스

교육문화

•
•
•
•

아동･청소년 사회교육
성인기능교실
노인 여가･문화
문화복지사업

자활지원 등
기타

•
•
•
•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그 밖의 특화사업

복지네트워크

•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

서비스
제공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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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직화

•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 사업, 주민교육

자원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자 개발･관리, 후원자 개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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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요일
시간

노인전문요양센터 주간 프로그램의 예
월

화

수

목

금

06:00~
07:00

상쾌한 아침 : 기상 및 어르신 위생관리

07:00~
08:00

맛있는 ○○의 식탁 : 건강한 아침식사

08:00~
09:30

함께하는 기쁨이 두 배 : 아침체조

09:30~
10:30
10:30~
12:00

노래교실

음악치료 및
평가회의/
맷돌체조 침

웃음치료

종교활동

풍선아트

토

일

한방치료

특별한
주말 가족
사랑이야기

12:00~
13:00

맛있는 ○○의 식탁 : 즐거운 점심식사

13:00~
13:30

편안한 ○○의 오후 : 휴식 및 개인별 여가활동

14:30~
15:30

이미용
서비스

미술치료 및 감사･감동의
수요예배
평가회의

15:30~
16:00
16:00~
17:00

수지침
원예치료 및
평가회의

테마별
문화나눔

감사･
감동의
주일예배
바울과
함께하는
문화 산책

모든 어르신께 정성을 : 물리치료(Bed side)

17:00~
18:00
18:00~
19:00

특별한
주말 가족
사랑이야기

이미용
서비스

13:30~
14:30

맛있는 식탁 : 행복한 저녁식사
위생관리

한방치료

위생관리

19:00~
21:00

여유로운 ○○의 밤 : TV시청 및 개인별 여가활동

21:00~
06:00

달콤한 ○○의 잠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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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로그램 보조방법 이해
1. 프로그램의 개념
가. 프로그램의 일반적 정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란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제도적인 틀 안에서 각종 기관의 프로그램과 서비스 등의 조직화된 기획들
을 총칭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올바른 사회문제의 진단과 사람들
의 욕구파악이 필요할 뿐 아니라, 각종 재원에 대한 책무성을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의 정립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과정이 요구되는 실천적이며 복합
적인 분야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거시적이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
엄성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조직화된 일련의 가치나 계획들을 포괄하는 개
념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과거 일부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시혜적 차원에서 시
민의 행복할 권리로, 문제해결차원에서 문제 예방적 차원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활용되고 변화하고 있다.

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념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를 이루어 내는 필수불가결한 수단
으로 사회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구조화한 일련의 기획이다. 즉, 거
시적으로는 정책과 법적 범위에서 미시적으로는 환경적 제한 속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계획을 기반으로 하는 기본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 프로그
램 설계와 실천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이며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문제와 욕구가 해결 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
다.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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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조직
사회적 승인과 사회적 책임
이윤추구의 배제
인간의 욕구에 대한 통합적 관심
인간의 소비욕구에 대한 직접적 관심
출처 : 곽미정･이혜영･유주희(2016).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동문사.
그림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특성

1) 노인복지 프로그램
노인복지 프로그램이란 노년기의 자아통합이나 성공적 노화와 같은 욕구를 충
족시키고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인복지를 구현하
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현대사회에서 길어진 노년기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보
내는가 하는 점은 사회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
은 새로운 노인상을 구현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양
한 노인의 욕구에 부응하여 노인복지서비스를 보다 구체화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2)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형식적으로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정의하면 장애인의 욕구에 근거하여 당면
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영역의 자원을 동원하여 문
제를 해결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은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 또는 해결하고 지지함으로써 장점을 극대화
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11. 사회복지시설 및 프로그램 보조방법 이해

2021 사회복지과정

있다.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중에는 장애인들의 단점에 집중하여 전적으로 도움
을 주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사회복지서비스에 의존적인 대상자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3) 아동복지 프로그램
아동복지 프로그램이란 ʻ아동에게 다양한 기회와 경험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게 하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원과 기
술을 투입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ʼ을 의
미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은 건강, 교육, 정서 및 행동상의 발달, 정
체성, 가족 및 사회관계, 사회적 규범, 자기를 돌보는 기술 등을 익히게 되고
자아정체감 및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
복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펼쳐나가는데 과거의 관중심적으로 펼쳐지는 상의하달식(top-down) 방식의 프
로그램 제공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여 설계되는 하의상달식 변화
(bottom-up)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각 영역에 대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과정과 영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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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사 및
자료수집

Case Finding
(intake 포함)
Case
Conference
Case 선정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Client와의 계약
인간관계 훈련
서비스계획 수립

장애인 가족과의
간담회
마을청소

정서강화 및 자립능력
배양 Program
NO

희망의 동산
조성사업
Program
만족도 측정

YES
과정평가

재활센터 운영
취미교실
무료중식 서비스

종결평가

종결

Follow up

출처 : 정무성(2014).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정민사.
그림 2

프로그램 진단･판정에서-서비스 제공･평가･종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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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그램의 목적
사회복지 프로그램(social welfare program)은 사회정의의 실현에 대한 방법
론적인 대답이며,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서비스 전달을 위
한 도구이며, 정책이 의도하는 변화를 실천에 옮기는 모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는 것 이외에도 다양하고 유연하게 사회계층의 욕구를 읽어내고 프로그램에 반
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란 사회복지정책이 서비스로
구체화되어 전달되는 과정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다 탄력적인 개념으
로 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욕구를 반영하고 대응하는 사회복지체계의 실천현장
의 핵심적 활동이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이 목적적인 개념이라면, 사회복지 프
로그램은 수단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라.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1) 사람(person) : 능력수준과 흥미의 적합성
사회복지프로그램 내용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비스 대상자에 대
한 고려이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지역주민의 필요와 흥미 또는 능력수준을 고려
하여 주제의 내용과 방법에 부합하는 친밀감이 있는 것으로 선정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문제(problem) : 프로그램의 통합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거나 회복시켜 주어야 하며, 이용자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제반 측면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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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표(purpose) : 합목적성 및 목표의 일관성
프로그램 내용은 목표가 지시하는 바로 그 내용이어야 한다. 프로그램 내용에 지
나치게 치중하여 수단이 목적이나 목표에 전도되는 ʻ목적전치(goal displacement)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간 중간에 목적과 목
표를 점검해 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 곽미정･이혜영･유주희(2016). 사회복지프로그
램 개발과 평가, 동문사.
그림 3

사회복지프로그램의 목표점검의 유의사항

4) 과정(process) :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네트워크화
이용자 특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프로그램은 지속적이며, 제도적인 안정성을
띠어야 한다. 프로그램들이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
며, 정기적이고 체계화된 일정 계획 아래, 지속적으로 구조화된 프로그램이 실
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시설, 기업, 민간, 종교단체 등 다양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연결시키는 체계
적인 서비스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복지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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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소(place) : 지역성
지역마다 지역적･문화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내용 선정에 있어
서도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각 지역의 독특한 특성을 찾아내어야 한
다. 특히,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나 전통, 관습, 방언 등을 발굴하여 프로그램
명이나 집단명으로 활용할 때, 프로그램 참여자나 팀 구성원 및 지역사회 주민
들이 프로그램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많은 호응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 프로그램의 진행과정 이해
가. 일반 프로그램 과정
프로그램 개발은 일련의 체계적 활동으로 사회복지의 거시적인 목적을 구체적
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개발과 수행과 평가의 단계를 거치며 진행된다. 프로그램
개발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 핵심요소로 구성된다. 즉, 프로그램 계
획(planning), 프로그램 수행(implementation), 프로그램 평가(evaluation)로
구성된다.

출처 : 곽미정･이혜영･유주희(2016).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동문사.
그림 4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실시 및 환류과정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는 프로그램 수행과정에만 주로 초점을 두었고, 계획이나
평가의 기능적 중요성을 간과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계획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학적, 합리적,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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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진행과정
사회복지프로그램은 사회문제의 정의와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 그리고 개입대
상에 대한 기획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의 실시와 그에 대한 성과 및 평가의 적용
의 과정을 통하여 순환된다. 따라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기획은 미래에 대한 계
획인 기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방안을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이
라 할 것이다. 다음은 프로그램의 진행구성요소이다(정무성, 2014).
INPUTS
(클라이언트와
서비스자원)
① 클라이언트
② 스태프
③ 물적자원
④ 시설
⑤ 장비

➡

THROUGHPUTS
(개입방법)
① 상담
② 직업훈련
③ Day Care
④ 치료제공
⑤ 보호소 제공
⑥ 음식물 제공
⑦ 정보 제공
⑧ 의뢰

➡

OUTPUTS
(서비스종료)
① 서비스완료

OUTCOMES
(측정 가능한
변화)

➡

① 총계
② 표준화된 척도
③ 기능 척도
④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출처 : 정무성(2014).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정민사.
그림 5

체계적 관점에서의 프로그램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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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유형
가. 프로그램 성격 및 정책별 유형
칸과 캐머만(Kanh & Kamerman)은2)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별로 서비스 대
상자의 욕구와 문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분류하였다.
표 6

Kahn과 Kamerman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명

1. 사회화와 발달적
욕구충족을 위한
프로그램

목적
개인이 인간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전 생애에 걸쳐 제
기되는 욕구의 충족을 목적
으로 함.

종류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문제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2. 문제를 갖는 개인
③
특히 개인과 가족이 당면한
또는 가족의 치료,
④
사회적 관계와 적응상 문제
보호, 지원서비스
⑤
해결을 목적으로 함.
⑥
⑦
3. 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내 및 의뢰
프로그램

아동양육 및 보호 프로그램
청소년 성장 집단 프로그램
노인의 사회참여 강화 프로그램
가족상담 및 캠프 프로그램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가족계획 프로그램
입양 및 위탁가정보호 프로그램
가출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위기가정상담 및 집단치료 프로그램
정신장애인 음악치료 프로그램
빈곤모자가정 사회재활 프로그램
보호관찰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임상적 학교사업 프로그램

① 홍보 및 정보제공 또는 접근성
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활동
홍보, 정보제공, 의뢰, 연계 ② 클라이언트 의뢰나 신규대상자
서비스를 목적으로 함.
와 관련된 활동
③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향상
접수
협동
활동

2) Kamerman, S. B., & Kahn, A. J. (1976). Social services in the United States:
Policies and programs. Templ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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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동내용에 따른 유형
다음 표의 활동내용에 따른 프로그램의 유형분류는 가장 실질적이고, 현장 중
심적인 구분이라 할 수 있다.3)
표 7

활동내용에 따른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명

내 용

종 류

1. 전문임상
프로그램

개인･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적 문제 심리정서, 임상치료, 소집단, 재활,
해결 또는 원조하기 위함.
개별보호 프로그램

2. 문화생활
프로그램

일상생활과 관련 축제, 행사, 건강, 축제행사, 역사문화, 야외캠프, 취미,
역사탐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양, 건강체육, 사회교육, 교류 친교
프로그램
프로그램

3. 사회연계
프로그램

사회복지관과 지역사회 자원 연결

홍보마케팅, 사회보호, 교육훈련, 자
조모임, 자원봉사 프로그램

4. 사회운동
프로그램

사회제도 변화를 위한 활동

권익보호, 자치 조직화 프로그램

5. 사회보장
프로그램

공적전달체계에 의해 제공되는 프로 사회보장 프로그램, 국민기초생활보
그램
장법상에 포함된 프로그램

다. 프로그램의 연속성에 따른 유형
1) 일회성 프로그램
일회성 프로그램의 경우는 사회복지기관에서 각 대상자를 통하여 실시하는 이
벤트성 프로그램이 있으며 홍보를 위한 일일 호프나 카페 같은 캠페인 성격의
프로그램 등이 있다.

3) 우수명(2004),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인간과 복지, PP.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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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속성 프로그램
연속성 프로그램은 대상자에게 개입하고자 하는 목적의 성취에 따라 상위목표와
하위목표를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프로그램으로 구조화하고 실시하여 과학적 과정
에 의하여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단기보다
는 중장기의 연속성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때 고려해야 할 점은 클라이언트의
접근성과 투입 서비스의 전문성, 서비스 산출의 평가에 대한 책무성 등이 있다.

라. 재원조달방법에 따른 유형
재원조달 유형은 프로그램의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는가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
이다.4) 그러나 현대시대에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접근하여 정부
의 재원을 마중물처럼 활용하여 민간의 참여의지가 있는 자원을 흡수하여 활성
화 시키는 민간협력형 복지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있다.
표 8

재원조달방법에 따른 프로그램 유형
유형

1. 공공재원 의존형

내용

사업의 예

재원이 세금이나 정부의 기금,
• 민간위탁수행사업
공적인 전달체계를 통해 프로그
•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사업
램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

사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 아산복지재단
2. 사기업재원 의존형 복지사업, 민간단체지원금 지급 • 삼성복지재단
위탁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 이랜드복지재단
3. 민간재원 의존형

• 기독교재단
개인의 자발적인 후원금에 의해
• 천주교재단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
• 불교재단

4. 재원혼합형

공공재원과 민간재원 혼합자금 • 정부지원금과 복지관 자체 재원
을 추가하여 시행한 복지사업
지원에 의한 프로그램

4) 양점도 외(2009),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양서원, P.29.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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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프로그램 기획과정
프로그램 기획의 과정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원들을 확보하고, 배치를
적절하게 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면서 얻어진 결과물들을 평가하는 것
이다. 프로그램 기획은 이러한 기획과정에서 얻어진 산출물들을 지속적으로 유
지 발전시켜 다음의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지속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
되어야 한다.

가.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기획하기에 앞서, 지역사회의 상황이나 문제, 욕구, 이슈
등은 무엇인가? 그 문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떤 변화를 거쳐 왔는가? 그리고
그 역동성에 따른 인과관계는 무엇인가? 등을 살펴보아 프로그램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다.

나. 욕구사정에 따른 목적과 목표의 설정
프로그램 개발에서 욕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프로그램 실행과 성과의 준거가
되고 기획의 방향과 기존 프로그램 방향을 재설정이 가능하다. 또한 잠재적 클라
이언트의 지리적 분포와 특성을 파악하여 문제 부각 및 프로그램 필요성 인식을
통한 사회적인지지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문수열 외, 2018).
1) 욕구의 분류
(1) Maslow의 5단계 욕구 위계(needs hierarchy)
Maslow의 욕구의 개념을 규정하는 전통적 분류법(1954)은 욕구라는 추상
적 관념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욕구조사표에 구체
적인 내용을 통하여 조작적 정의를 내리거나 보다 근간이 되는 욕구를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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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도움이 된다. Maslow에 의하면, 인간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
어서 필수적인 것과 선행되는 것이 결핍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위계가 있다
는 욕구의 위계설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5단계 욕구의 위계에서 제일 기초
에는 생리적 욕구(생존욕구)가 있으며,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면 그에 대한 상
위욕구로 안전욕구, 사회적 욕구, 자아충족욕구, 자아실현욕구 순으로 단계적
으로 욕구충족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만약 하위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위욕
구충족을 위한 행위나 동기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위욕구가 긴급하고 절실한
욕구라고 하였다.
①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 : 인간은 주로 생물체로 생존하기 위
한 필수적인 충족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의
식주에 대한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욕구는 인간의 생
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욕구이며, 이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의 욕구를 갈망한다고 주장한다.
② 안전에 대한 욕구(Safety Needs) : 선행된 충족된 생리적 욕구를 바탕으
로 인간의 신체적인 안정상태의 유지 및 외부적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
받으려고 하는 욕구이다.
③ 사회적(소속) 욕구(Belongingness Needs) : 1단계, 2단계 욕구를 충족
한 이후, 타인과 친밀하고 정서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관계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일차적으로 가족과 같은 집단을 형성하고 그 이후
에는 사회적 활동에 대한 소속을 희망한다는 것이다.
④ 자아존중욕구(Self-esteem Needs) :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고자 하는
욕구이며, 동시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으려는 욕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의 힘, 능력, 지위 및 우월성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
로 자아존중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시 열등감, 의기소침이 일어날 수 있
고 달성될 시 성취감과 자신감이 증대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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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아실현의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 : 선행된 4가지 욕구가 충
족된 이후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인간으로서의 이상이 실현되
는 상태를 뜻한다. 즉, 자아발견, 탐구, 표현, 창의성 등을 추구하는 인간
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고차원적 욕구로 간주되며 이를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하였다.
(2) Bradshaw의 사회적 욕구 유형
Bradshaw는 ʻ누가 바람직한 상태로 욕구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ʼ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사회적 욕구로 인간의 욕구를 분류하였다. 이러한 사
회적 욕구유형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
① 규범적 욕구(Normative needs)
규범적 욕구의 정의는 전문가나 역사, 전통, 사회적 여론에 기반한 어떤
규범에 의해서 정해지는 전문가적 기준에 의하여 지식이나 판단에 의한
기준이 정해지고, 이를 통한 기준이 마련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인지적 욕구(Perceived needs)
인지적인 욕구란 특수한 욕구를 갖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인지하여 결정
하는 욕구로, 욕구를 갖는 클라이언트들이 스스로 무엇이 결핍된 것을 욕
구로 정의하고 욕구충족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욕구를 의미한다.
③ 표현적 욕구(Expressed needs)
표현적 욕구란 인지된 욕구가 실제로 어느 수준으로 욕구 충족행위로 표
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④ 상대적 욕구(Relative needs)
상대적 욕구는 상호 비교를 통한 욕구라고도 하며, 이것은 욕구를 갖는 사
람과 타인과 비교하여 정해지는 욕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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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보
설정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프로그램, 정책 등)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정책은 어떠한지 비교해 본다.

라. 인적 및 물적자원에 대한 정보수집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며 필요한 자원 및 그에 대한 동원 가능
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체계(개인, 집단, 조직 등의 혜택을 받는 집단), 목표체계, 자원체계 등의
행정체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서비스 대상자 선정방법
대상자의 선정에 관하여 Taber와 Finnegan(1980)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4가지 인구집단을 구분하여, 점차 그 범위를 좁혀
가는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4개의 집단은 각각 일반집단, 위험집단, 표적집
단, 클라이언트 집단으로 구성된다.
① 일반집단(general population)
사회복지 프로그램 대상자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인구집단으로, 문제나 욕
구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해당 지역의 전체 대상 집단을 일반집단으로
선정하여 전체적인 조망이 가능하도록 한다.
② 위험집단(at-risk population)
앞서 선정한 일반집단 중에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비교적 동류의 사회문
제문제를 가진 집단을 위험집단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표적집단(target population)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일차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의미하며, 위험집단
중에서 문제나 욕구에 있어서 심각한 상태에 있는 인구집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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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클라이언트집단(client group)
표적집단으로 선정된 하위집단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직접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집단을 선정한다.

마. 기간 내･외의 승인 획득
기관 내의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획득하고 그 밖의 법률적, 행정적, 제도적
하자는 없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바. 프로그램 관련 이론 정리
제시된 문제의 분석 및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보다 타당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핵심적 근거이론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이에 전문가적인 능력으로 효과성 있는 대안을 찾고 새로운 방
법의 적용모색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종류
가. 노인복지 프로그램 종류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
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
터로 구분된다(노인복지법, 제31조).
1)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프로그램
2008년 장기요양보험의 실시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전문성은 크게 향상되
었고 노인의 일상생활능력을 보조할 뿐 아니라 노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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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역할은 매우 중차대하다고 할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에
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다음과 같다.5)
표 9

노인복지시설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예시

교육

한글교실, 시사정보교실(뉴스 읽기), 성공적 노후생활, 외국어교실, 교양, 상식,
노인안전교실

재활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운동재활, 청능치료, 일상생활 동작훈련

건강

노후건강관리강좌, 위생강좌, 건강체조, 기체조, 수지침, 산책, 인지기능검, 치
매교실, 건강체크(혈당, 혈압, 당뇨), ADL훈련, 명상, 요가, 발마사지, 뇌졸중교
실, 회상요법

서예교실, 수공예교실, 풍물교실, 노래방(교실), 장기, 바둑, 요리교실, 자서전쓰
여가･취미 기, 미술교실, 원예치료(화초, 농작물 재배), 민요교실, 댄스교실, 레크리에이션
과 게임, 연기교실
경제･소득 공동작업, 동물사육, 노인작품 판매장, 농사짓기, 특산품제작 판매
봉사

시설내 봉사, 타 복지시설 위문공연, 지역사회 봉사활동

문화활동･ 문화예술 공연관람, 산업시찰, 노인복지기관 교류활동, 스포츠관람, 춘･추계관
사회참여 광, 시장나들이
특별행사

생신잔치, 명절･절기행사, 후원인의 밤, 지역노인 초청잔치, 혼례잔치

2)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프로그램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이 있다(노인복
지법, 제36조).
노인복지관이란 지역노인을 위한 이용시설로서 일반적으로 대도시에서는 노
인종합복지관, 중소도시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회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5) 권중돈(2008), ｢노인복지론｣, 학지사, PP.49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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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은 ʻ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
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ʼ이라고 규정되어
있다(노인복지법 제36조① 1호).
ʻ노인복지관ʼ의 운영목표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예방, 취약노인 케어 기반구축 및 확충 ②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사회참여 여건 조성 및 활성화 ③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의 다양화와 내
실화를 통해 성공적인 노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 노인복지서비
스 전달기구로서 중심적 역할 수행을 한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자원연계 및 요보호 노인에 대한
사례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법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들은 다양한 프로그램
을 개설하여 실시함으로써, 노인들의 여가･건강･일자리･사회참여 등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
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과거에는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
램의 운용을 위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중산층 노인들의 여가와 복지관련 서비
스 프로그램들에 대한 개발과 시행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노인복지관에 있어서 프로그램은 정적이고 제도적인 개념의 노인복지관을 동
적이고 기능적인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매개체인 동시에, 노인복지관의 성격과
노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주요한 평가수단이다. 노인복지관은 프로그
램을 통하여 비로소 대상인 노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전달 할 수 있게 되며, 노
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결정된다.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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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노인복지관 사업구분

사업구분
상담

사례
관리

상담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예시)
노인의 일반상담(이용상담, 접수상담), 전문상담(경제, 법률, 주택상담, 연
금상담, 건강상담, 세무상담), 심리상담, 치매상담, 노인학대상담 등

정서 및
우울 및 자살예방프로그램, 죽음준비프로그램, 집단프로그램, 자조 모임 등
사회생활지원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취약노인의 신체･정서･사회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독거노인돌봄서
비스, 사례관리사업,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취약노인
연계망구축사업)

가족기능지원 가정봉사원파견, 방문간호,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등
건강
생활
지원

건강교육, 건강상담, 건강교실(건강체조, 기체조, 요가 등), 독거노인지원
건강증진지원 사업(기존 재가사업), 이･미용, 노인건강운동, 치매예방 인지활동서비스,
물리치료 등
기능회복지원 양･한방진료, 작업요법, 운동요법, ADL훈련 등
급식지원

노인
사회화
교육

평생교육지원

경로식당(중식서비스), 밑반찬･도시락배달, 푸드뱅크 등
노인역량강화교육, 정보화교육, 사회화교육, 시민사회교육, 한글교실, 외
국어교실, 교양교실, 인문학교육, 예비노인 은퇴준비 프로그램 등

예능활동(음악, 미술, 생활도예, 서예, 댄스), 문화활동(연극, 사진, 영화,
취미여가지원 바둑, 장기, 레크리에이션), 취미활동(종이접기, 손뜨개질, 민속놀이), 체육
활동(탁구, 당구, 게이트볼), 동아리활동 등
지역자원개발 자원봉사자 발굴･관리, 후원자 개발, 외부 재정지원기관 사업 수탁 등

지역조직
및
세대통합

지역복지연계
주거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연계 등의 지역복지기관 연계, 지역협력사업(경로행사,
나들이 등) 등
주택수리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도배 등) 등

가족통합지원 가족상담, 가족관계프로그램, 가족캠프, 세대통합프로그램 등
사회참여지원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지역봉사활
동, 교통안전봉사, 동아리･클럽 활동 지원, 교통편의 서비스 등

사회참여
정책건의, 노인인권 옹호, 노인인식개선사업, 편의시설 설치, 노인소비자
및
노인권익증진
피해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성교육 등
권익증진
고용 및
고령자취업지원 사업, 경제교육, 취업교육 등
소득지원
돌봄

요양서비스

치매환자 프로그램, 주･야간보호 등

※ 기타 제세되지 않은 사업은 자체 수행 가능
자료 : 2019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Ⅱ), p12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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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종류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
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분되어 있
다(장애인복지법, 제 58조).
1) 장애인 거주시설 프로그램
장애인 거주시설은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공간을 활
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
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다(장애인복지법, 제 58조). 장애인거주시설은 장기간
요양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6)
① 일상생활 : 의식주(식생활, 의생활, 개인위생, 청소, 세탁 등), 대인관계(예
의범절 교육 등)
② 교육 : 개인능력개발(개별 기초학습, 컴퓨터 기초교육 등), 지역사회 자원
활용(야간학교 연계 등)
③ 심리･정서 : 여가생활(취미, 지역사회 시설이용 등), 상담(이용자 상담, 가
족 상담 등), 자치회의(이용자 자치회의, 소통의 날 등)

6) 성촌의집 프로그램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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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7)
① 기초지원 : 개인 위생관리, 청소 및 세탁 관리, 피복구매, 욕구조사
② 자립지원 : 교육(점자교육, 금전관리, 보행지도, 인권 및 성 교육, 인지학습
등), 지역사회 시설이용(마트 이용, 운동시설 이용, 대중교통 이용 등), 문
화생활(신규 상영작 감상, 콘서트 및 음악회 감상), 영농프로그램(모종 및
파종, 수확 및 저장)
③ 지역사회연계 : 점자도서관 도서대여, 흰지팡이의 날 행사참여 등
④ 정서지원 : 생일잔치, 노래교실, 악기배우기, 기초체력단련, 소리드라마 감
상, 보호자모임(보호자 회의/교육)
⑤ 의료지원 : 혈압/당뇨/체중 관리, 병원진료, 병원입원치료 및 수술, 물리치
료, 건강검진, 예방접종관리, 방문간호 신청 및 관리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① 의학적 진단 및 치료 : 임상진단과 동시에 청각의 기능적 상태를 파악
② 청력검사 및 어음명료도 검사
③ 청각훈련 : 보청기 사용훈련, 청능훈련, 독화훈련, 운동기능훈련
④ 음성･언어기능 재활훈련 : 시각적 방법･촉각적 방법 등과 특수한 기계장치
활용에 의한 언어기능 재활훈련을 실시하되, 청능훈련 및 독화훈련과 관련
시켜 실시
⑤ 심리･사회적 재활
⑥ 직업재활

7) 가나안의집 프로그램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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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시설>8)
① 사회적응지원 : 사회적응훈련(지하철 이용, 행사 참여, 식물원 견학), 교육
(학습, 산수, 한자), 정서(미술, 원예, 합창), 동아리활동, 영농사업, 여가활동
② 생활지원 : 식사, 개인위생, 보행훈련, 의사소통, 비만관리
③ 직업지원 : 비누만들기, 카페운영, 제과, 임가공, 도자공방, 고용지원
④ 건강지원 : 혈합/혈당 체크, 물리치료, 치과진료, 정신과진료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① 보호조치
▪ 시설에

응급조치 및 후송체계를 갖추어 중증장애인의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체적 손상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보호실
을 활용하는 등 특별 관리
▪ 시설거주자의

개인별 장애상태와 특성을 파악하여 그 정도에 알맞은 개별

프로그램 실시
▪ 입소

장애인의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집단보호와 함께 개별보호 프로

그램이 실시되어야 하며 시설거주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시설
거주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② 의료재활
▪ 남아

있는 기능의 퇴화 방지와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재활의학치료, 소아

과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등)사업 실시
▪ 건강한
▪ 특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사업 실시

보장구를 이용하여 대체 기능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함

8) 승가원자비복지타운 프로그램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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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활지도 :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훈련, 감각훈련 등 정서 안정 및 자립생
활을 위한 기초생활지도사업 실시, 사회적응훈련, 좋은 습관 형성, 다양한
경험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생활지도사업, 시설거주자 및 보호자 가족의
심리･사회재활을 위한 상담활동사업
④ 특수교육 : 유치원 입학연령에 해당하는 유아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
교 과정의 학령기에 해당하는 자는 전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른 교육기회 제공
⑤ 다른 시설로의 이동 : 남아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 재활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에 적합한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
<장애영유아생활시설>9)
① 교육재활 : 발달재활(언어/미술/음악/놀이치료), 물리치료, 보치아 프로그
램, 장애유형과 발달수준을 고려한 개별학습지도
② 재활의료 : 간호서비스, 성교육, 보건교육, 위생교육
③ 여가지원 : 문화체험, 사회적응훈련(견학/체험 프로그램, 지역사회 시설 이
용하기 등)
④ 자립지원 : 금전관리, 직업탐색, 직업재활 프로그램 및 지역연계 실습, 정
보화 교실, 장애인 동료상담
⑤ 지역사회 네트워크 : 자신이 습득한 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보일 수 있는
기회 제공, 지역주민 명절 나눔

9) 승가원장애아동시설 프로그램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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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기관이 거의 없었던 때에 초기 모델이 만
들어졌기 때문에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세분화, 전문화 되어 장애인복지관
의 기능과 역할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기본적인 서비스의 틀은 크게 바뀌지 않았
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한다.
표 11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의 예10)

구분

대분류

중분류

주요사업 예시
 사례대상자 발굴 및 상담

사례발굴

 사례대상자 연계
 동행상담

접수 및 사정

1

상담･사례
관리

개입계획

 접수상담
 각종진단 및 사정
 개별지원계획 수립 및 의뢰, 연계
 사례관리 계획수립(단순, 일반, 집중)
 긴급대상자 위기사례관리
 집중관리대상자 사례관리

개입

 직접서비스 제공
 자원연계 및 서비스 중개
 모니터링 및 재사정
 종결 및 사후관리

10) 2019년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3권, p205~p20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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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분류

중분류
지역회의
기타

운동･지각향상

2

기능강화
지원

기타
 운동발달(물리치료)
 작업활동(작업치료)
 다감각촉진활동(심리안정치료, 심리이완치료,

심리안정반응촉진치료 등)
 수중운동
 감각통합활동
 언어활동(언어치료)

학습능력향상

 특수교육

기타
상담 및 교육

가족기능강화
장애인
가족지원

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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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통합사례회의
 지역사회 솔루션위원회

의사소통향상

사회적응력향상

3

주요사업 예시







심리운동
특수체육
음악활동(음악치료)
미술활동(미술치료)
놀이활동(놀이치료)

기타
 가족지원 전문상담
 정보제공
 가족교육





가족 휴식지원
가족조력교실
중도장애인 가족지원
가족 역량강화지원(부모역할, 부부관계지원,
비장애 형제 지원, 부모모임 지원 등)








가족 돌봄지원
케어서비스(주간 및 단기보호)
방과 후 교실
방학 프로그램
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가족단위 문화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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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분류

중분류
여성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무료급식
기타

주요사업 예시
 여성장애인 상담실 및 쉼터 운영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가사보조활동 지원
 여성장애인 결혼 주선 등
 결식우려 장애인 무료급식소(식당) 운영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장애인 식사배달 등

기타
 동료상담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참여
활동지원

 자조모임 육성
 동아리활동 지원
 주거서비스
 이동지원서비스
 보조기구 관리, 수리, 임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 운동

4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권익옹호

 권리침해 해소
 인권옹호
 법률적인 지원
 장애인정보화교육 등 정보화지원

정보제공

 시청각 장애인 도서(시청각장애인 자료 등)

제작･출판･보급･대여, ARS운영, BBS운영
 수어교실

수어관련

 수어통역 봉사원 양성 및 파견
 수어자막 및 비디오 등 영상물 제작･보급･대여 등

기타

기타
 직업상담

5

직업지원

직업상담 및 평가  직업평가
 구인 및 구직상담
전환교육

 전환교육
 중등･고등 직업준비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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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분류

중분류

주요사업 예시
 직업적응훈련

직업적응 및
역량개발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지원고용 등)
 현장훈련
 취업 후 지도

사업체 개발 및
관리
기타

 사업체 개발
 사업체 관리

기타

지역사회장애인 복지  지역유관기관 장애인복지서비스 자문
서비스 개발 및 지원  장애인서비스 개발 컨설팅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지역의
 장애발생예방 캠페인
사회통합환경 조성
 지역사회통합 환경 진단 및 계획수립

6

지역사회
네트워크

주민조직지원

 주민조직체 형성 및 교육
 지역행사 및 정보제공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
민관협력 네트워크
 각종 지역위원회 활동
구축
 지역사회 장애인 중심기관 역할

지역자원 개발 및  자원봉사자 발굴, 교육, 활동, 관리
 후원자 개발 및 관리
관리
기타

기타

상담 및 프로그램  평생교육 전문상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개발

7

평생교육
지원

기초문해 및
학력보완교육
문화예술 및
인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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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생활)문해 프로그램
 초･중･고등 학력보완 프로그램
 여가스포츠 프로그램
 문화예술향유･숙련 프로그램
 생활소양 및 인문학적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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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분류

중분류
시민참여교육
기타

8

9

사회서비스
지원

주요사업 예시
 시민의식 프로그램
 시민역량 프로그램
 시민활동 프로그램

기타

장애인
활동지원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장애아동
재활치료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치료
기타 재활서비스
장애조기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기타

기타

총무







인사 및 조직관리
각종위원회 운영
회계 및 문서관리
시설 및 차량관리
식당운영

기획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조사연구사업
직원개발 사업
실습지도

홍보






홍보물제작
지역홍보
온라인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견학안내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

고객만족
윤리경영
기타

 이용자 참여
 고객만족사업
 윤리경영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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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동복지 프로그램 종류
1) 아동양육시설 프로그램
아동양육시설은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아동복지법 제52조).
(1) 정서적 안정 및 적응프로그램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부모와 떨어지고 낯설은 곳에서 생활하게 되어 아동들
은 불안감에 쌓이게 된다. 그러므로 아동이 시설에 입소하여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 건강발달 프로그램
아동 및 직원의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시행 평가하여 대상자의 건강증진을 도
모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다.
▪ 건강검진,

청결, 위생교육, 응급처지교육, 외래진료, 유트로핀(성장호르몬제)

지원사업, 치과진료, 안과진료, 피부과진료, 입원치료
(3) 심리지원 프로그램
아동의 유전적, 양육 환경적 요인(부모의 이혼, 가족해체, 방임, 학대) 등으로
인해 정서적 장애증상이 있거나 부적응 또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이 증가
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에는 대부분 이러한 아동들이 입소하고 이용하게 된
다. 이러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통해 아동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결과에 따라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여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 및 자존감
향상을 통해 행복하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 심리검사,

심리치료프로그램(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학습치료, 인지행동치료), 상담프로그램(개별상담, 집단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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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지발달 프로그램(학습지도 프로그램)
아동들의 학습욕구 및 상태에 따라 적절한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
교생활의 적응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사는 기초를
닦도록 한다.
▪ 학습지

지도 : 초등학생 및 기초가 약한 아동들 대상으로 개인별 능력에 맞

는 학습지를 선택하여 학습향상을 도모한다.
▪ 자원봉사

과외지도 : 고학년이나 학습부진 아동 대상으로 1:1 학습지도를

지원한다.
▪ 학원교육

: 결연후원금을 갖고 아동들이 원하는 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

도록 지원한다.
▪ 독서지도

프로그램 : 지역 내 도서관과 연계하여 아동들의 언어 이해력 향상

및 간접적인 지적 발달을 도모한다.
▪ 영어

프로그램 : 인터넷 영어프로그램을 지원 받아 수준에 맞는 영어교육을

시켜 글로벌 인재로 양성한다.
▪ 숙제지도

프로그램 : 학교 숙제를 잘 해서 갈 수 있도록 한다.

▪ 학습현장

탐방 및 학습여행 프로그램 : 아동들의 인지발달 및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습현장을 방문하거나 학습여행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 정서문화발달 프로그램
아동들이 다양한 문화적 자극을 받아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정서적으로 풍
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취미･적성지도
▪ 오락

프로그램(음악교육, 체육교육, 미술교육, 진로적성교육)

및 여가 활동(레크레이션, 장기자랑대회, 전통놀이대회, 캠프, 수련회,

생일잔치, 문화공연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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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성발달 프로그램
▪ 사회예절교육

: 가정생활, 지역사회 내에서의 지켜야 할 도리, 질서생활, 위

생생활, 안전생활, 식사생활, 사회생활, 공중도덕, 집단생활 등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사회성

개발 프로그램 : 대인 관계 기술 및 친구 및 또래관계형성 프로그램,

자기주장훈련, 갈등해결 프로그램, 의사소통능력향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
회성을 개발시킨다.
▪ 자치활동

: 자치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 책임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7) 자아정체감발달 프로그램
▪ 자아성장

프로그램 : 자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

립하도록 한다.
▪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 자신의 삶이 주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

정적인 생각과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고, 긍정적인 인생 목표를 설정하고 자
신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임을 깨닫도록 한다.
▪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 미술 치료를 통한 피학대아동의

자아 존중감 향상 도모, 억압된 내면의 분출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 도모, 긍
정적인 자아상 정립,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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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은 5가지의 기본개념 안에서 각 지역센터 마다의 특
성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1) 보호
보호프로그램은 아동이 안전한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 생활지원

: 일상생활지도, 위생지도(건강검진, 병원연계), 급식지원, 안전교육

▪ 정서지원

: 방임아동보호, 아동상담(부적응아동지도), 전문프로그램(정신보

건센터 및 정신과 연계), 청소년프로그램(청소년 전문상담 및 청소년 동반자
멘토 연계)
(2) 교육
▪ 기본프로그램

: 수준별 학습지도, 숙제지도, 독서지도

▪ 전문프로그램

: 예체능 교육, 학습부진아 특별지도, 권리교육, 대안교육

▪ 청소년프로그램

: 학습동기지원, 전문화된 가치교육

(3) 복지
▪ 사례관리

: 상담과 욕구파악, 서비스 계획과 실행, 평가와 사후관리, 학교와

연계, 전문프로그램(사례회의, 고위험지속 사례관리), 청소년특별 프로그램
(탈학교예방과 관리)
▪ 가족지원

: 부모상담, 부모교육, 가정방문, 가족상담, 가족소모임

(4) 문화지원
▪ 문화체험,

생태체험, 캠프, 견학, 기행, 공동체, 동아리, 스포츠관람, 문화제

참여, 테마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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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사회연계
▪각

지역협의체 연계사업, 무의탁 어르신 초청행사, 복지시설 연계프로그램,

지역복지활동
(6) 진로정보
▪ 기본프로그램(진로탐색,

진로지도), 전문 프로그램(진로코칭), 청소년 특별프

로그램(직업탐방과 체험, 직업인 만남)
(7) 아동참여프로그램
▪ 아동자치회의,

1인 1역 활동, 반별 모임, 동아리모임, 자원봉사모임

(8) 기타
▪ 자원봉사자교육,

학교교사 상담, 교사교육과 회의, 운영위원회, 학부모회의,

자치회의, 후원자관리, 기관홍보

라.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 종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사회복지관 운영기준)에 따르면 사회복지관
의 업무를 사무분야, 가족복지분야, 지역사회보호분야, 지역사회조직분야, 교육
및 문화분야, 자활분야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운영관
련 업무처리 요령안내(2013)｣에서는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
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분
야별 사업 및 내용 중에서 해당 사회복지관의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정하
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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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사회복지관의 사업종류

기능

사례
관리
기능

사업분야

사업 및 내용

사례발굴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를 발굴하여 개
입계획 수립

사례개입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의 문제와 욕구
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가족기능
강화

1.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
족의 능력을 개발･강화하는 사업
2. 가족기능보완사업: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
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
되는 사업
3. 가정문제해결･치료사업: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치료･
사회복귀 지원사업
4. 부양가족지원사업: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
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
5.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지역사회
보호

1. 급식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요보호 노인이나 결식아동 등
을 위한 식사제공 서비스
2. 보건의료서비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대상자
들을 위한 보건･의료관련 서비스
3. 경제적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
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일상생활 지원: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요보호 대상자들
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5. 정서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부양가족이 없는 요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
서비스
6. 일시보호서비스: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노숙자 등을 위한 보호서비스

서비스
제공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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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사업분야

사업 및 내용
7. 재가복지봉사서비스: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
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
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 원하
는 사람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기능

교육문화

1. 아동･청소년 사회교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다른 기관의 활용이 어
려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 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
하거나 각종 기능 교육
2. 성인기능교실: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
3. 노인 여가･문화: 노인은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
미교실운영사업
4. 문화복지사업: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오락프로그램, 문화 소외
집단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그 밖에 각종 지역문화행사사업

자활지원
등 기타

1. 직업기능훈련: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2. 취업알선: 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사업
3. 직업능력개발: 근로의욕 및 동기가 낮은 주민의 취업욕구 증대와
재취업을 위한 심리･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 실시사업
4. 그 밖의 특화사업

복지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복지기관･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
•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

주민
조직화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
민 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
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 사업, 주민교육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 재
자원 개발
원 등을 발굴하여 연계 및 지원하는 사업
및 관리
• 자원봉사자 개발･관리, 후원자 개발･관리
자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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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로그램 보조방법
가. 경로식당 지원 및 밑반찬 전달 보조방법
▪ 사전에

영양사 또는 조리사에게 위생･안전 교육을 반드시 받는다.

▪ 위생적인
▪ 손세정대,

급식 준비를 위해 위생모, 앞치마, 장화, 고무장갑을 착용한다.
손소독기, 발판소독기를 이용해 깨끗하게 소독한다.

▪ 조리도구의
▪ 배식

진행 시 체계적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통제한다.

▪ 식권발급

후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식당입구에
▪ 배식전용
▪ 밥,

배치 및 진열상태를 확인한다.

오신 순서대로 줄을 세워서 식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앞치마, 면장갑, 위생장갑, 마스크 착용을 확인하고 배식한다.

국, 반찬, 후식 등을 배식대에서 제공한다.

▪ 적당량을
▪ 음식을

덜어드리고 원하실 경우 더 드리지만, 남기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

집에 가져가지 않도록 안내한다(음식을 집에 가져가는 동안 상할 수

있으며 상한 음식을 드셨을 때 식중독 발생 등의 문제발생 소지가 있음).
▪ 자율배식인

경우,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는 예외적으로 대신 배식을 받아서

자리로 안내한다.
▪다

드신 이용자들의 식판은 퇴식구에서 잔반 처리 후, 세척용 비닐 앞치마,

고무장갑을 착용 후 설거지를 한다.
▪ 식사가

끝나면 식당과 조리실을 청소한다.

▪ 도시락

배달 및 밑반찬 전달 보조 시, 위생적인 복장과 마스크를 착용 후

소독된 도시락 용기에 직접 포장한 후 이용자 가정에 정해진 시간 내 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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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시 시간을 준수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한다.

▪ 배달시

이용자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안부를 확인한다. 필요시 직접 상

을 차려 드리도록 한다.
▪ 사전에
▪ 배달

배달된 용기를 수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기록한다.

완료 후 특이사항을 포함하여 담당자에게 정확히 보고한다.

나. 건강증진 및 기능회복 프로그램 보조
1) 물리치료실 및 체력단련실 보조
▪ 물리치료실을
▪핫

방문한 이용자에게 이용절차에 대해서 안내한다.

팩, 전기 치료, 공기압 치료 등이 끝날 때 각 치료기구를 이용자의 몸에서

제거하는 것을 돕는다.
▪ 운동치료

시 안전을 위한 보조나 치료적 보조를 실시한다.

▪ 이용자가

침대에서 이동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살피고 돕는다.

▪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해 청소나 정리를 돕는다.

▪ 운동기구(자전거,

러닝머신, 상하지 운동기구 등) 이용 방법에 대해서 숙지

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이용방법에 대해서 안내한다.
▪ 이용

빈도가 높은 운동기구에 대해서 이용자 간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질서

유지를 돕는다.
▪ 운동기구의

잘못되고 무리한 이용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

한다.
▪ 이용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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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에게 예의 있고 존경의 언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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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동보조 시 주의사항
▪ 이용자에게

알맞은 운동을 권유한다. 체력, 예비력은 개인차가 크다. 또한

심폐질환,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보조한다.
▪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서 행한다.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피로해지기

쉬우며, 회복에도 시간이 걸린다. 도중에 휴식을 하거나, 운동 후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 사고방비에

노력한다. 운동 시 몸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기 쉽고, 흡수성이

좋은 의복을 착용하도록 한다. 신발은 굽이 높은 것은 부적합하다. 또한 넘
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 추위와

더위를 피한다. 실외에서 운동을 할 때는 겨울과 여름에 특히 바깥

날씨에 주의한다. 겨울에는 하루 중에서 따뜻한 시간에 실시하고 여름에는
아침과 저녁의 서늘한 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 조를

이루어 운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운동

효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운동하기가 어렵다. 따라
서 조를 이루어 운동을 함께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모델로 모방하고 성공을
경험하며, 칭찬도 듣고, 운동에 대한 자신감과 이 운동이 자신에게 유익하게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되는 등 인지지각의 변화를 동반한다.
3) 건강상담실(진료실) 보조
▪ 진료실을

방문한 이용자에게 이용절차에 대해서 안내한다.

▪ 장비(자동혈압계,

비만도 측정기구 등)의 이용 방법에 대해서 숙지하고 이용

자에게 안내하며 측정을 돕는다.
▪ 혈압,

당뇨, 비만도 등의 정상과 비정상 범위에 대해서 숙지하여 이용자에게

안내한다.
▪ 이용자에게

예의 있고 존경의 언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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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문간호 및 방문 물리치료 보조
▪ 와상

어르신이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욕창예방을 위한 체위 변경, 간단한 마

사지 등을 돕는다.
▪ 가정에서도
▪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 진료 동행을 보조한다.

▪ 물리치료
▪ 핫팩,

이용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고 보조한다.

장비의 이동을 돕는다.

전기치료, 공기압치료 등이 끝날 때 각 치료기구를 이용자의 몸에서

제거하는 것을 돕는다.
▪ 운동치료
▪ 몸이

시 안전을 위한 보조나 치료적 보조(체위 변경, 이동 등)를 실시한다.

불편한 이용자에게 편안한 인사말 등으로 말벗이 되어준다.

다. 학습보조 및 프로그램실 관리
▪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 시, 사전에 교육계획안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이용

자에게 맞는 교수법을 충분히 학습한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출석부와 프
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정기적인 교육평가를 진행한다.
▪ 강의실을

자주 환기시키고 이용자들의 자리를 정돈하고 자리를 안내한다.

▪ 강의실에

필요한 책상 및 의자, 칠판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강의

시에 필요한 분필(보드마카), 칠판지우개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가

져다 놓는다.
▪ 프로그램

준비를 철저히 한다(카세트, 음향, 교재, 교구 등).

▪ 이용자들이

문의하는 내용 중에서 잘 모르는 내용일 경우, 반드시 담당 직원

과 상의하도록 한다.

560

561

라. 주간보호 송영지원 방법
▪ 담당직원으로부터
▪ 조수석에
▪ 탑승

이용자들의 거주지와 탑승지점을 파악한다.

있다가 탑승지점에 도착하면 이용자를 모시고 차량으로 안내한다.

시 발판을 내려서 쉽게 탑승할 수 있도록 보조한다.

▪ 보호자의

연락처를 항시 소지하고, 정해진 시간에 이용자가 보이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보호자 및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한다.
▪ 치매,

뇌졸중 어르신 또는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내에서는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한다.
▪ 귀가

시 반드시 목적지까지 도착했는지 파악한다.

▪ 가급적

보호자가 함께 동행 하는 것을 권유한다.

마. 경로당 활성화사업 보조
1) 경로당 환경미화 지원
▪ 담당자로부터

대상 경로당의 정보를 제공받는다.

▪ 청소도구

등의 필요물품을 구비하고 봉사자가 있으면 동행한다.

▪ 경로당에

도착하여 임원진의 통제하에 환경정비를 시작한다.

▪ 어르신들이
▪ 단순

평소에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을 적극 지원한다.

봉사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봉사자 관리를 병행한다.

2) 경로당 정보제공(게시물 전달)
▪ 담당자로부터

대상 경로당의 정보와 경로당에 전달할 게시물을 제공받는다.

▪ 제공받은

게시물(건강, 시사, 경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다.

▪ 경로당에

도착하여 임원진의 동의를 얻은 후에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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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

어르신들이 글 읽는 것을 어려워하실 경우, 큰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

드린다.
3) 경로당 세탁서비스 지원
▪ 담당자로부터
▪ 경로당에

대상 경로당의 정보를 제공받는다.

도착하여 세탁물의 종류와 내용 등을 정확히 확인한다.

▪ 세탁서비스가

완료되면 경로당에 다시 방문하여 가져다 줄 것을 약속한다.

▪ 세탁물을

수거하여 복지관으로 가지고 온다.

▪ 세탁물을

세탁하여 다시 약속 기한 내에 경로당에 전달한다.

4) 경로당 후원물품 전달
▪ 담당자로부터
▪ 경로당에

도착하여 임원진을 만나서 후원물품을 전달한다.

▪ 후원물품의
▪ 전달

대상 경로당의 정보를 제공받는다.

내용, 후원 기증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

후 수령에 대한 확인을 받는다(도장, 서명 등).

바. 독거 및 재가 이용자 활동 및 생활보조
▪ 방문

이용자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 담당자로부터 듣고 숙지한다.

▪ 사전에

획득한 정보를 다시 확인하여 이용자를 정확히 이해한다.

▪ 이용자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 담당자로부터 듣고 숙지한다.

▪ 어르신에게
▪ 피곤한

모습이나 하기 싫은 눈치를 보여서는 안 된다.

▪ 단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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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첫인상을 남기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일을 하기에 편한 옷차림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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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이
▪ 싫어하거나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불필요한 질문은 피하고, 이용자의 관심분야를 사전에 확인한다.

▪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용자가 불편해 하는 곳이 없는지 살핀다.

▪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건강상태, 주거상태, 제공받은 서비스 내용, 기타 특

이사항을 파악한다.
▪ 청소

시 이용자가 원하는 범위와 요구사항을 확인한 후 시작하도록 한다.

▪ 청소

시 가구와 물품을 함부로 옮기거나 버리지 않고, 이용자와 상의 후 처

리한다.
▪ 안부전화를

병행하여 안전 확인 및 서비스 욕구를 정기적으로 파악한다.

사. 시설안내 및 회원관리 보조
1) 회원가입 안내
▪ 안내데스크
▪ 기관을

및 사무실에서 기관에 처음 오는 이용자의 용건을 파악한다.

이용하고 싶은 이용자의 경우, 회원가입 절차를 친절하게 설명한다.

▪ 필요서류와
▪ 이용자의

회원증 발급안내,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욕구를 파악하여 담당자에게 안내한다.

▪ 회원증

제작 후 발급한다.

▪ 자신이

상담한 이용자는 책임감을 갖고 회원증 발급 시기까지 관리한다.

2)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안내
▪ 사무실과
▪ 도움이

상담실 주변을 배회하는 이용자의 용무를 확인한다.

필요한 이용자의 경우 자신을 밝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므로 반복해

서 질문하거나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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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사례로

의심되면 바로 상담실 혹은 진료실로 안내하고 담당자에게 통보

한다.
▪ 시설

이용 안내문과 관련 책자를 제공하고 상담실에서 기다리도록 안내한다.

3) 교육(행사) 참가자 안내
▪ 사전에

교육(행사)명과 강의실명(행사장소)을 외워두고 위치를 파악해 둔다.

▪ 담당자에게

교육(행사)시 사용되는 물품을 사전에 물어보고 교육시작 30분

전까지는 교육장(행사장)에 준비해 두어야 한다.
▪ 교육명(행사명)을
▪ 교육(행사)에

확인하고 안내하고, 밝은 얼굴로 맞이한다.

필요한 기자재를 준비한다.

▪ 다과가

있다면 그에 필요한 쟁반, 컵, 휴지통을 배치 및 정리한다.

▪ ʻ즐거운

교육(시간) 되십시오ʼ 하고 인사한다.

아. 물품배달 보조
1) 후원물품 정리하기
▪ 입고된

물품은 보관상태, 유통기한, 종류에 따라 담당자의 지시를 받아 분류

한다.
▪ 분류작업

시 유통기한, 불량품, 포장상태에 따라 문제 있는 것을 기록하고

보고한다.
▪ 냉장보관이

필요한 경우, 빠르게 체크하여 냉동실(또는 냉장실)로 입고할 수

있도록 한다.
▪ 음식물의

조리일자, 상태, 냄새 확인 후 의심스러우면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

하여 문제를 처리한다.
564

565

2) 후원물품 배분
▪ 대상기관을
▪ 배분이

확인하고 인계자로부터 수량 확인과 날인(서명)을 받는다.

계획된 물품은 사전에 담당자로부터 인계 받은 수량만을 배분해야

하며, 그 외의 사항은 담당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물품

배분 시 담당 기관과 수량을 같이 파악하고 차량에 함께 적재해 준다.

▪ 배분이

종결되면 즉시 재고수량을 파악하고 환경정리 후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자. 집단프로그램 보조
▪ 사전에

집단지도계획을 확인하고 숙지 후 참석한다.

▪ 담당자와
▪ 집단의

역할에 대한 준비회의에 참석한다.

특성을 이해, 숙지하도록 한다.

▪ 담당자에게
▪ 프로그램
▪ 사진을
▪ 집단

활동 유의사항에 대한 지도를 받는다.

시작 30분전까지 집단 프로그램 장소 준비를 완료한다.

촬영한다(필요시 기록자 역할을 한다).

구성원을 확인하고 참석하도록 유도한다(연락과 게시판 공지).

차. 행사보조
▪ 행사

전에 본인의 역할을 숙지한다.

▪ 행사

담당자의 지도에 따라 진행과정별로 업무분담표에 의거 참여한다.

▪ 행사

시 이용자들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명찰을 준비하고, 이용자들의

성명과 특징을 숙지한다.
▪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소극적인 이용자가 계시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관심을 기울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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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진행을 위한 행사용 물품(의자, 책상, 빔 프로젝트, 음향장비 등)을 사

전에 세팅을 완료한다.
▪ 함께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모범이 되도록 같이 수행한다.

▪ 처음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행사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

▪ 역할

수행 중 위험한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경우, 무조건 이용자를 제지하지 말고 사유를 듣고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카. 아동양육시설 프로그램 보조방법
▪ 기본적으로

아동에 대한 이해 및 따뜻한 심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 아동들과

대화 시는 고운 말, 따뜻한 말을 사용해야 한다.

▪ 아동들이

프로그램 참여 시 실수를 하거나 잘 따라하지 못해도 아동에게 바

로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아동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다.
▪ 프로그램의
▪ 프로그램

목적 및 필요성, 내용, 참여하는 아동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지도자의 진행방법을 미리 듣고 협력해야 한다.

▪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 할 시에는 적극적으로 지도하며 진행 시 문제가 생길

경우 바로 사회복지사 및 프로그램 지도자에게 보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프로그램

중에 알게 된 아동에 대한 고민 및 비밀은 꼭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보고 하되 아동과 형성된 신뢰관계를 깨뜨리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다른 아
동들은 절대 알지 못하도록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또한 같이 복무하는 동
료 사회복무요원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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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들에게

곤란한 질문은 삼가야 한다. 예를 들어 ʻʻ너희 부모님은 계시니?ʼʼ,

ʻʻ왜 따로 살아?ʼʼ, ʻʻ엄마만 계셔?ʼʼ 등 아이의 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삼가야
한다.
▪ 프로그램

지도자의 진행방법이 맘에 안 든다고 본인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또한 진행되는 동안 못 마땅한 얼굴로 있거나 프로그램
에 성의 없이 참여를 하면 아동들은 바로 영향을 받게 되어 그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 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진행방법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프로그램 시간이 지난 후 지도자와 따로 시간을 내어 의견을 말씀 드린다.
▪ 감정/욕구은(는)

수용하되 문제행동은 제한한다. 시설아동에 대한 동정심으

로 인하여 아동의 문제 행동을 제한하지 않고 수용하는 경우에, 아동의 문제
행동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또한 감정에 대한 수용 없이 문제 행동에 대해
서만 언급할 경우 아동은 반발심, 적대감 등 부정적 정서를 느낄 수 있다.
아동의 문제 행동 이면에는 문제 행동을 일으키게 된 감정 및 욕구가 숨어있
다. 아동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수용한 다음에 문제 행동에 대해
제한을 하게 되면 아동은 수용 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 수용 받는 경험은
아동 자신이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고자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보조방법
지역아동센터에서의 프로그램 보조는 다양하다. 아동들의 위생에서부터 학습
지도, 급식지도, 문화체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조가 가능하다. 또한 지역아동
센터에는 차가 없는 곳이 많아서 아동을 직접 집에 귀가 시켜야 하는 일도 종종
있게 된다. 이 때 아동을 안전하게 가정에 귀가 시킬 수 있도록 손을 꼭 잡고
가며, 부모님을 만나서는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고 아동을 인계한다. 부모님이 계
시지 않을 경우 아동만 남겨두고 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전에 그런 경우 이웃
이나 어른이 있는 곳에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센터 차원에서 부모와 상의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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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며, 갑자기 부모가 없다면 아동을 다시 센터로 데리고 오고 교사가 부모
와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모가 아동에 대해 물어볼 때는 되도록 아
동과 관련된 내용은 부모와 나누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이 그날 하루 중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잘했다고 말씀 드리고 문제행동이나 아
동에 관련된 사항은 담당교사가 부모와 상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 아동과 잘 알
기 때문에 부모에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경우 센터와 부모사이에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부모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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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근무현장에서의
감염병 이해와 실천

감염병 유행에서 사회복무요원은 감염병으로부터 자신과 동료, 그리고 지역
주민을 보호하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본 교육의 목적은 사회복무요원이
감염병(코로나19 중심으로)을 이해하고, 근무지에서 요구되는 기초적인 감
염병 예방 및 대응 역량을 습득하는 것이다.
본 교육내용은 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지침
이다. 본 교육내용에 기초하여 향후 사회복무요원은 자신의 근무지지침을 숙
지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본 교육내용과 근무지의 방역지침이 충돌할 경우, 근
무지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해야 한다.

1. 개인･집단 방역을 위한 핵심수칙을 실천할 수 있다.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초 지침을 실천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방문･이용･생활시설)을 고려한 방역을 실천한다.
4. 감염병 환자 발생 시 근무지의 비상운영체계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5. 지역주민(아동, 노인, 장애인)의 특성에 알맞은 방역을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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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염병의 개요
1. 기초지식
1) 감염병의 정의와 종류
감염병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재난으로 분류되어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감염병 재난위기관리가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감염병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신종감염병이 공항, 항만 등을 통해 국내 유입 및 확산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idEastern Respiratory Syndrome, MERS), 동
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및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바이러스병, 신종감염병증
후군 등이 있다. 둘째, 국내에서 원인불명 또는 재출현 감염병이 발생 및 확산되
어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표 1> 감염병 종류
참조). 향후 다른 종류의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이에 대한 기초
적인 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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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감염병 종류

구분

제1급

제2급

특성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
생 또는 유행 즉시 신
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
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
한 감염병(17종)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
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
가 필요한 감염병(20종)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
유행시 24시간 이내 신 이 필요한 감염병(23종)
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26종)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 결핵
∙ 수두
∙ 홍역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 A형간염
∙ 백일해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 한센병
∙ 성홍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
포도알균(VRSA)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
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파상풍
∙ B형간염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황열
∙ 뎅기열
∙ 큐열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하.
종류

거.
너.
더.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제3급

제4급

∙ 인플루엔자
∙ 매독(梅毒)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감염증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반코마이신내성장
알균(VRE)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황색
포도알균(MRSA)
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
(MRPA) 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
박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 장관감염증
∙ 급성호흡기감염증
∙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
∙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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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Corona Virus Disease 19)
(1) 정의와 전파경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후,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COVID-19)은 SARS-CoV-2(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2,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
나바이러스2) 병원체 감염에 의한 호흡기 감염병을 의미한다. 코로나19는 제1
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에 속한다(보건복지부, 2020).
코로나19의 주요 전파경로는 비말감염과 접촉감염이다. 비말감염은 주로 감
염된 사람이 숨을 내쉬거나 말을 할 때, 재채기, 기침할 때 생성되는 침방울(비
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 접촉감염은 감염된 사람의 침방울(비말)이
묻은 손이나 오염된 물건을 접촉한 후에 눈, 코, 입을 만지므로 전파된다(보건복
지부, 2020).
(2) 주요 증상과 특징
진단검사에서 코로나19 유전자가 검출되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을 확진환자로
분류된다(보건복지부, 2020). 사회복무요원은 아래의 코로나19의 주요 증상과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 잠복기는
▪ 주요

1~14일이며, 평균 5~7일 정도다.

증상은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이 있다.
▪그

외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 일부

환자는 매우 경한 증상을 보이거나 무증상으로 나타난다.

▪ 환자의
576

약 80%는 경증, 14%는 중증, 5%는 치명적이다.

577

▪ 환자의

중증도는 고령과 고혈압, 심폐질환, 당뇨병, 암과 같은 기저질환 유

무와 관련이 있다.
▪ 고령,

면역기능 저하, 또는 기저질환을 가지는 환자는 주로 중증환자가 되거

나 심각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
▪ 환자의

증상에 따라 수액공급, 해열제, 진해제 등 대증치료를 주로 시행한다.

3. 개인방역을 위한 핵심수칙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사회복무요원은 업무시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아래의 개인방역을 위한 다섯 가지 핵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표 2> 참고).
표 2

개인방역을 위한 다섯 가지 핵심수칙
“아프면 3~4일 집에서 쉰다.” <건강상태 근무기관 보고 후 결정>
• (이유)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면, 혹시 있을지 모를 코로나19
의 전파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집에 머물며

제
1
수
칙

3~4일간 쉰다.
• 증상이 있으면 주변 사람과 만나는 것을 최대한 삼가고, 집 안에 사람이 있으면 마

스크를 쓰고 생활한다. 특히 고령자․기저질환자와의 대화․식사 등 접촉을 자제한다.
• 휴식 후 증상이 없어지면 일상에 복귀하고, 휴식 중에 37.5℃ 이상 고열이 지속되

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한다.
• 병원 또는 약국에 가거나 생필품을 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때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한다.
• 기업, 사업주 등은 증상이 있는 사람이 출근하지 않게끔, 또는 집으로 돌아가 쉴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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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으로 충분한 거리를 둔다.”
• (이유) 코로나19는 주로 침방울을 통해 전파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를 2m 이

상 두는 경우 대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침방울이 튀는 위험을 줄여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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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가지 않는다.
• 일상생활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2m의 거리, 아무리 좁아도 1m 이상의 거리를

둔다.
•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한다.
•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할 경우 2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

는 시간을 서로 다르게 한다.
• 만나는 사람과 악수 혹은 포옹을 하지 않는다.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린다.”
• (이유) 오염된 손을 거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기침 예절을 지켜

침방울을 통한 전파도 최소화한다.
•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한 후에는 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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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이용해 손을 깨끗이 한다.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 개인, 공용장소에는 쉽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세수대와 비누를 마련하거나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한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린다.
•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의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안 좋다고 생각되면 다

른 이들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다.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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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한다.”
• (이유) 환기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침방울의 공기 중 농도를 낮출

수 있고, 바이러스가 포함된 침방울이 묻을 수 있는 곳을 소독하면 손을 통한 코로
나19의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항상 열어두고, 계속 열지 못하는 경우는 주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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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매일 2회 이상) 환기한다. 환기를 할 때는 가능하면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
놓는다. 미세먼지가 있어도 실내 환기는 필요하다.
•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은 주 1
회 이상 소독한다.
• 공공장소 등 여럿이 오가는 공간은 손이 자주 닿는 곳(승강기 버튼, 출입문,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과 공용 물건(카트 등)을 매일 소독한다.
• 소독을 할 때는 소독제(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에 따라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준수(용량과 용법 등)하여 안
전하게 사용한다.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한다.”
• (이유) 코로나19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다. 서로

를 배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노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제
5
수
칙

• 모이지 않더라도 가족,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는 등 마음으로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
•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연대를 생각하고, 코로나19 환자, 격리자 등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반대한다.
•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마음을 나누고, 실천한다.
•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정확하지 않은

소문은 공유하지 않으며, 과도한 미디어 몰입을 삼간다.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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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단방역을 위한 핵심수칙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지에서 동료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다수의 지역주민
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은 집단방역을 위한 다섯 가
지 핵심수칙을 이해하고 근무지에서 실천하여야 한다.
표 3

집단방역을 위한 다섯 가지 핵심수칙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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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고 전파 속도가 빨라 쉽게 집단

발생이 일어날 수 있다. 집단 발생의 예방은 개인뿐 아니라 집단의 노력이 중요하다.
• 코로나19의 예방과 조기 차단을 위하여 공동체의 책임자는 구성원의 동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한다.
• 이러한 노력은 회사와 같은 공적 공동체뿐만 아니라 종교모임, 취미모임 등 사적

공동체에도 꼭 필요하다.
“공동체 내에서 방역관리자를 지정한다.”
• 구성원의 동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동체의 방역을 관리할 책임자를 방역관리자로

제
2
수
칙

지정한다.
• 방역관리자는 공동체 규모에 따라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적정 인원으로 구성된 팀이

될 수도 있다.
• 방역관리자는 코로나19 전파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주요한 활동

과정에서 방역관리의 책임을 맡는다.
• 구성원은 공동체의 방역관리를 위한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방역관리자는 방역지침을 만들고 모두가 준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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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관리자는 우리 공동체의 밀폐도, 밀집도, 그 밖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를 고려해 방역지침을 만든다.
• 방역지침은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 중 적합한 지침을 참고하되, 아플 때 집

에서 3~4일 쉬기, 손 씻기, 소독과 환기, 사람 간의 거리두기, 마음은 가까이 등
개인방역 5대 수칙과 고위험군, 환경소독, 마스크, 건강생활 보조수칙도 포함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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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의 특성상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밀폐된 환경인 경우 자주 손 씻기, 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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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또는 안면보호대 설치, 유증상자 확인, 자주 환기 등을 강화
하여 방역지침을 작성한다.
• 방역관리자는 공동체의 구성원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각자가 이를 실천하도록 도

와 방역지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 방역관리자가 없는 가운데 집단의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구성원이 방역관리자

의 역할을 대신하여 방역지침을 실천하도록 돕는다.
• 방역관리자는 방역지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역할 배정과 시설 환경을 점

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공동체에 개선을 요구한다.
“방역관리자는 공동체 보호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다.”
• 방역관리자는 지역의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고 방역활동에 필요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
• 방역관리자는 구성원들의 호흡기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체온을 측정하는 등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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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매일 또는 매번 해야 한다. 이 경우 가급적 구성원들의 일자별 증상 여부를 기록
해 보관하도록 한다.
• 호흡기 증상 또는 발열이 확인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집으로 보내 3~4

일 쉬도록 한다. 고위험군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선별진료소로 안내한다.
•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

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한다.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를 적극적으로 돕고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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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의 책임자는 방역관리자의 활동을 지지하고, 방역지침의 준수에 필요한 역할

변경, 환경 개선 등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 공동체의 책임자와 각 구성원들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공동체의 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공동체의 방역관리 노력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

한 사항을 점검하는 평가 회의를 운영한다.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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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염병 예방 지침: 기초 방역 활동
사회복무요원은 업무수행 중 다양한 감영병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마스크, 고글/페이스쉴드, 손 소독제, 멸균장갑, 일회용 가운, 화학물질 보호복,
체온계, 혈압계, 소독제 및 청소장비, 방역용 소독기, 아크릴 가림막, 적외선 카
메라, 이동형 음압기 등을 감염병 예방과 대응에 사용할 수 있다. 아래는 사회복
무요원이 근무지에서의 실천해야 할 기초적이고 방역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고 있다: (1) 손 관련 실천(손 위생과 장갑), (2) 얼굴 관련 실천(기침예절, 마스
크, 고글/페이스실드), (3) 의복 착용(일회용 가운), (4) 체온계 사용, (5) 환경
관리(청소･소독활동), (6) 이동(차량이용), (7) 식당이용.
방역활동이 주 업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사회복무요원은 감염병 유행에서 자
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아래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초적 지침을 근무지
에서 직･간접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더나가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지의 업무환경
과 감염병 상황에 따라 그 외의 방역물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근무
지에서 별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손 관련 실천: 손 위생과 장갑
일반적으로 손 위생은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씻기와 소독제를 이용한 손소독
방법이 있다. 아래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손 위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 타인과
▪ 청결

접촉 전･후

혹은 무균술(병원균이나 미생물이 전혀 없는 멸균 상태를 유지하는 기술)

시행 전
▪ 체액에
582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 후

583

▪ 타인의

주변 환경에 접촉한 후

일반적으로 손 위생은 두 가지 방법(손씻기와 손 소독)으로 수행할 수 있다.
손 위생을 수행할 경우, 다음의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질병관리본부, 2020; 질
병관리본부, 2014).
▪ 씻지
▪손

않은 손으로 눈･코･입 등 얼굴 부위를 만지지 않는다.

위생이 용이 하도록 적절한 시설과 설비를 구비하고, 필요한 적정장소에

손 소독제를 비치한다.
▪손

소독제(예: 알코올젤 등)는 내용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충하지 않으며

사용 후 폐기한다.
▪ 고형

비누를 사용할 경우, 건조한 상태로 보관한다.

▪ 장갑을

사용한 경우, 미생물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장갑을 벗은 후에는 다

시 손 위생을 수행한다.
1) 손씻기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지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아래에서 제시된 단
계에 따라 올바른 손씻기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감염병 유행 시기 뿐만 아니
라, 감염병이 유행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과 근무지에서 다음과 같이 손씻기를
실천해야 한다.
1. 비누를 이용해 흐르는 물로 30초 이상 씻는다.
2.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른다.
3.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른다.
4.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지른다.
5.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지른다.
6.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며 문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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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한다.
8. 비누를 이용해 흐르는 물로 30초 이상 씻는다.
9. 물로 헹군 후 손이 재오염되지 않도록 일회용 타월로 건조시킨다.
10. 수도꼭지를 잠글 때는 사용한 종이 타월을 이용하여 잠근다.
30초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0)

손씻기가 필요한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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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이용 후

음식을 먹기
전･후

음식을 준비할 때
(생고기, 가금류
접촉 후)

아픈 사람을
간병할 때

기저귀를 갈거나,
화장실 다녀온
아이를 닦아준 후

베인 상처나
창상을 다룰 때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쓰레기를
취급한 후

동물, 사료, 동물
관련 폐기물 등에
접촉한 후

애완동물 접촉,
먹이를 준 후

585

2) 손소독: 소독제 이용
손씻기와 함께 감염병 상황 뿐만 아니라, 손소독 또한 평상시 일상생활과 업
무시간에 생활화 하여야 한다. 아래의 순서에 따라 올바른 손소독을 수행하여야
한다(질병관리본부, 2020).
1. 손이 마른 상태에서 손 소독제가 손의 모든 표면에 덮일 정도로 충분히
도포한다.
2. 손의 모든 표면에 소독제가 접촉되도록 한다.
3. 손의 모든 표면이 마를 때까지 문지른다.

출처: WHO(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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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멸균장갑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지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멸균)장갑을 사용할 수 있다.
장갑은 용도에 따라 청결장갑(비닐과 라텍스)과 멸균장갑으로 나누어진다(가톨
릭대 은평성모병원 간염관리팀, 2019; <표 4> 참조). 일반적으로 올바른 멸균장
갑 사용법을 숙지하면, 청결장갑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멸균장갑
의 착용법과 벗는 법을 소개한다. 참고로, 멸균장갑 착용법과 벗는 법은 다소
차이가 있다. 멸균장갑(혹은 청결장갑)을 근무지에서 사용하기 전에, 착용법과
벗는 법에 대한 연습을 권장한다.
표 4

장갑의 종류

비닐 장갑
(poly glove)

라텍스 장갑
(latex glove)

멸균장갑
(medical glove)

출처: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감염관리팀(2019)

(1) 착용법
멸균장갑을 사용할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서 착용한다.
1. 손을 충분히 씻은 후 말린다.
2. 멸균장갑이 든 포를 허리보다 높은 위치의 깨끗하고 마른 표면 위에 놓는다.
3. 바깥 포장지의 윗부분을 뒤로 주의 깊게 벗긴다.
4. 내부 포장의 바깥 부분만 만져서 꺼낸다.
5. 내부 포장을 조심스럽게 열고, 멸균장갑의 접힌 커프(cuff: 장갑의 끝동)
부분이 착용하는 사람과 가깝게 되도록 포장을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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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잘 사용하지 않는 손의 엄지와 검지를 사용하여 잘 사용하는 손에 낄 멸균
장갑의 접힌 부분의 맨 위 끝을 잡는다.
7. 손가락들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장갑을 들어 올려 잡되, 어떠한 비멸균 물
체에도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8. 잘 사용하는 손을 조심스럽게 장갑 안에 넣어 장갑을 낀다. 접힌 커프
(cuff)는 다른 손에 장갑을 다 착용할 때까지 그대로 둔다.
9. 엄지를 바깥으로 한 채, 장갑을 낀 손의 네 손가락을 남은 장갑의 접힌
커프(cuff) 부분 밑으로 미끄러지듯이 집어넣어 장갑을 들어 올린다.
10. 잘 사용하지 않는 손을 장갑 안으로 조심스럽게 넣어 장갑을 낀 후 손목
의 접힌 커프(cuff) 부분을 편다.
11. 먼저 낀 장갑의 접힌 커프(cuff) 부분도 편 다음 양손의 장갑을 잘 조절
하여 완전히 착용한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os2049&logNo=22075242
0064&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20.12.31.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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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벗는 법
멸균장갑의 벗는 법은 착용법의 역순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아래의 순
서에 따라 벗고 처리한다.
1. 먼저 벗을 장갑의 손목 아래 손바닥을 장갑끼리 접촉하도록 잡는다.
2. 장갑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뒤집거나 말아서 완전하게 잡아당겨 벗는다.
3. 뒤집힌 상태로 장갑을 낀 다른 손의 손가락으로 접는다.
4. 장갑을 벗는 손가락 두 개를 장갑 낀 손의 손목 안쪽에 집어넣는다.
5. 장갑 안쪽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손가락을 빼서 장갑을 벗고, 먼저 벗은 장
갑이 나중에 벗은 장갑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벗는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os2049&logNo=22075242
0064&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20.12.31.추출

(3) 주의사항
(멸균)장갑을 사용할 경우, 아래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질병관리본부,
2014).
▪ 장갑은
▪ 소독과

손 위생을 대체할 수 없다.
무균술이 필요한 경우, 장갑을 착용하기 전에 반드시 손 위생을 수행한다.

▪ 혈액이나

체액에 오염된 물건, 점막, 손상된 피부, 오염된 피부를 접촉할 가

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멸균장갑을 착용한다.
▪ 무균술시에는
▪ 장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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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장갑을 착용한다.

대상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필요한 시술을 시행하기 직전에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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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을

제거한 후 바로 손 위생을 수행한다.

▪ 오염된

부위에서 청결 부위로 이동하여 접촉해야 하는 경우, 장갑을 벗고 손

위생을 시행한 후 새 장갑으로 교체한다.
▪ 장갑은

반드시 대상자마다 교체해야 하며, 재사용하지 않는다.

▪ 사용한

장갑은 즉시 지정된 용기에 버린다.

2. 얼굴 관련 실천: 기침예절, 마스크, 안면보호구
감염병 유행과 관계없이 일상생활 및 근무지에서 올바른 기침예절을 실천하여
야 한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은 감염병 유행 중에는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중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은 감염병 상황에서는 얼굴을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안면보호구를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올바른 기침예절
사회복무요원은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에서 기침(재채기)예절을 실천
하여야 한다(질병관리청, 2020). 올바른 기침예절은 감염병 유행할 때 뿐만 아
니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반드시 생활화해야 한다.
▪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린다.

▪ 휴지나

손수건이 없다면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린다.

▪ 기침･재채기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를 수행한다.

▪ 사용한

휴지는 주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휴지에 싸서 버린다.

▪ 근무지

내 휴지를 비치하며, 기침 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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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청(2020)

2) 마스크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손 위생(손씻기와 손소독)을 반드시 수행한다. 아래의
단계에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한다(질병관리청, 2020). 단, 마스크 착용 후 호흡
곤란, 두통 등과 같은 불편감이 느껴지면 바로 벗고,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특히
호흡기질환자는 마스크 사용 전 의사와 상의한 후 착용해야 한다.
1.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먼저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2. 양손으로 마스크의 날개를 펼치고 날개 끝을 잡아 오므린다.
3. 고정심이 내장된 부분을 위로해서 잡고 턱 쪽에서 시작하여 코 쪽으로 코
와 입을 완전히 가리게 한다.
4. 머리끈을 귀에 걸어 위치를 고정하거나 끈을 머리 뒤쪽으로 넘겨 연결고리
에 양쪽 끈을 건다.
5. 양손의 손가락으로 고정심 부분이 코에 밀착되도록 고정심을 누른다.
6. 양손으로 마스크 전체를 감싸고 공기가 새는지 확인하면서 얼굴에 밀착되
도록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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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출처: 질병관리청(2020)

잘못된 마스크 착용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할 숭 있다.
마스크 착용 후, 코가 노출 되거나, 턱에 걸치거나, 마스크 겉면을 만지는 행위
가 잘못된 마스크 착용이다. 사회복무요원 스스로 정확하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지의 지역주민(혹은 이용인)이 마스크를 잘못 착용할 경우 친절하게 안내해
줄 수 있다.
잘못된 마스크 착용

출처: 질병관리청(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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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상황에 따라 근무지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마스크 착용이 권장 혹은 의
무화된다. 사회복무요원은 상황별 권장되는 마스크 유형을 이해하고, 근무지의
감염병 방역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표 5> 참조).
표 5

상황별 마스크 유형
상 황

•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경우
의료
관련 •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1)
2)
• 건강취약계층 , 기저질환자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KF94 자가격리 마스크
필수

-

(우선) 권장

-

권장

권장
• 타인 접촉이 잦은 직업군
생활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밀폐, 밀집, 많은 대화로 비말생성 우려
방역
가 높은 경우 보건용마스크 우선 권장
• 실외에서 2m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1) 건강취약계층: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2) 기저질환자: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
암치료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2020)

3) 안면보호구: 고글/페이스쉴드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지에서 제공되는 안면보호구(고글/페이스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안면보호구는 얼굴과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한다. 특히, 호흡기 분
비물 및 혈액, 체액이 튀었을 때 눈을 포함한 얼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한
다(질병관리청, 2020). 가급적 일회용을 사용하며, 재사용할 경우 충분한 소독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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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청(2020)

안면보호구(고글/페이스쉴드)를 사용할 경우, 다음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실
천해야 한다(질병관리청, 2020).
▪ 안면보호구를
▪ 대상자와

착용하기 전에 반드시 손 위생을 수행한다.

접촉 중 혈액, 체액, 분비물, 삼출액이 튈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반

드시 안면보호구를 착용한다.
▪ 대상자를

돌보는 동안 자신의 눈, 코, 입의 점막을 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 병원체의

종류 및 예상되는 업무와 노출시간을 고려하여 적합한 마스크를

착용한다.
▪ 안경을

착용한 경우, 안경 위에 고글을 착용한다.

▪ 재사용을
▪ 일회용

위해 목이나 머리 위에 걸어 놓지 않는다.

고글이나 일회용 안면보호구는 사용 후 즉시 벗고 지정된 용기에 폐

기한다.
▪ 자가

오염(self-contamination)을 방지하기 위해 고글이나 안면보호구를

벗은 후에 즉시 손 위생을 수행한다.
▪ 재사용이

가능한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는 근무지의 지침에 따라 세척･소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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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복 착용: 일회용 가운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지의 지침에 따라 일회용 가운을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가장 흔하게 착용할 수 있는 일회용 가운(AP비닐 가운) 착･
탈의법을 소개한다(www.allforlab.com). 높은 단계의 방호복(예: 레벨 D 방호
복) 착용이 필요할 경우, 근무지에서의 별도 착･탈의법 교육이 필요하다.
일회용 가운의 착용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개인보호용 AP비닐(일회용 비닐) 가운을 꺼낸다.
2. 안쪽으로 펼친 후 양쪽 어깨 부분을 잡는다.
3. 머리부터 천천히 넣는다.
4. 한쪽씩 팔을 넣는다.
5. 엄지를 끼어서 넣는다.
6. 라텍스 장갑을 착용한다.
7. 어깨를 정리한다.
8. 허리를 묶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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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allforlab.com/pdt/PDNN17031000035. 20.12.31. 추출.

일회용 가운의 탈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사용 후 허리 묶은 부분을 풀어내고 양손으로 가슴 부분을 잡고 아래쪽으
로 당긴다.
2. 조심스럽게 돌돌 말아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폐기한다.

출처: https://www.allforlab.com/pdt/PDNN17031000035. 20.12.31.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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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온계 사용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지에서 자신 또는 지역주민(혹은 민원인)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정상체온과 체온계 종류를 이해하여, 정확한 체온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 정상체온과 종류
측정부위에 따라 정상체온은 다소 상이하게 정의된다(<표 6> 참조). 측정부위
에 따라 정상체온을 확인하여야 한다.
표 6

측정부위에 따른 정상체온
측정부위

정상체온

겨드랑이

36.5~37.5℃

구강

35.5~37.5℃

항문(직장)

36.6~38.0℃

귀

35.8~38.0℃

출처: HealthLink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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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온계 종류와 측정방법
체온계의 종류에 따라 측정 방법의 차이가 있다(<표 7> 참조). 따라서 사회복
무요원은 체온계 종류에 적절한 방법으로 체온을 측정하여야 한다.
표 7

측정방식에 따른 체온계 종류

종류

피부적외선체온계

귀적외선체온계

전자체온계

외형

• 겨드랑이

측정부위

• 이마, 관자놀이 등

• 귀(고막)

• 구강(혀 밑)
• 항문 등

측정을
위한 접촉

• 비접촉식

• 접촉식

• 접촉식

감지형태

• 적외선 센서

• 적외선 센서

• 반도체 센서

출처: 식품의학안전처(2020)

(1) 피부적외선체온계
▪ 체온계

배터리가 충분한지 확인한다.

▪ 측정부위(이마,
▪ 측정부위에

관자놀이 등)에 적정거리(약 3~5cm)를 유지하여 위치한다.

땀이나 수분은 닦고, 머리카락이 가리지 않도록 한다. 땀이 나거

나 수분이 있는 경우, 기화열로 체열을 빼앗겨 체온이 낮게 측정될 수 있다.
따라서 건조한 피부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체온측정

버튼을 알람 소리가 날 때까지 누르면 측정이 완료되며, 이후 표시

되는 체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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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적외선체온계
▪ 귓속

온도를 측정하는 이유는 귓속 고막이 체온을 조절하는 뇌의 시상하부

혈액을 공유하여 체온을 정확히 반영하기 때문이다.
▪ 귀를

약간 잡아당겨 이도(耳道)를 편 후 측정부와 고막이 일직선으로 마주

볼 수 있도록 한다.
▪ 만약

체온계가 고막이 아닌 귀 벽을 향하면 체온이 잘못 측정될 수 있으며,

귀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정확한 측정에 도움이 되므로 측정 전 면봉
등으로 귓속을 청결히 하는 것이 좋다.
▪ 측정부를
▪ 알람

귓속에 넣고 1~2초 경과 후, 측정 버튼을 누른다.

소리 등과 함께 측정이 완료되며, 이후 표시되는 체온을 확인한다.
귀적외선 체온계

출처: 식품의학안전처(2020)

(3) 전자체온계
▪ 열에

민감한 반도체의 온도 변화를 이용해 겨드랑이, 입안(구강), 항문 부위

의 체온을 측정하는 접촉식 온도측정기다.
▪ 입안을

측정할 때는 혀 밑에 측정 부분을 넣은 후 입을 다물고 측정하며,

겨드랑이를 측정할 때는 측정 전 겨드랑이 땀을 닦은 후 겨드랑이의 움푹
파인 곳에 측정 부분을 넣고 팔로 누르며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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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의사항
체온계를 사용할 경우, 다음의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식품의학안전처,
2020).
(1) 측정 전, 사용 중 주의사항
▪ 측정

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위생을 수행한다.

▪ 실내외

온도 차가 큰 경우 체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외부에서

온도를 측정할 경우, 실내에 들어와서 20~30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 측정하면 더 정확한 체온을 측정할 수 있다.
▪ 체온은

최소 2회 이상 반복 측정하는 것이 더욱 정확할 수 있다.

▪ 온도를

측정하기 전 체온계 온도 센서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깨끗한 상태

로 측정한다. 특히, 귀적외선체온계의 경우 위생을 위해 측정 덮개(커버)가
부착되어 있어 반드시 같은 종류의 덮개로 교체해서 사용하도록 한다.
▪ 정기적으로
▪ 유아의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우, 체온을 측정할 때 몸을 움직이면 피부와 센서 간의 거리가 일

정하게 유지될 수 없어 측정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가 안정된
후 편안한 자세로 측정하는 것이 좋다.
(2) 보관 시 주의사항
▪ 아이들의
▪ 최근에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출시된 체온계 대부분이 전자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충격과 낙하에

주의해야 하며, 기기가 침수되면 전자부품과 배터리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
어 물에 젖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 보관조건이

맞지 않으면 배터리가 변할 수 있어, 보관 조건(예: 온도, 습도

등)을 확인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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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error)가
▪ 임의로

표시될 때는 사용설명서를 확인하거나 제조･수입사에 문의한다.

개조하거나 분해하는 것은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5. 환경 관리: 청소･소독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지의 청소･환경소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
다. 여기에서는 예방적 일상 청소･소독을 소개하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
사고수습본부, 2020). 세제(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청소하면 물체에 있는 병원
체 수가 감소하여 감염 노출을 감소시킨다. 또한, 소독하게 되면 청소 후 표면에
남아 있는 감염성 병원체를 사멸시켜 감염에 노출되는 것을 더욱 감소시킨다. 하
지만, 특수한 환경(예: 확진환자 발생 후, 차량 등)에서 청소･소독을 수행할 경
우, 근무지의 별도 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수시로 근무기관 담당자와 협의 후 진
행해야한다.
1) 소독 전 준비
일상 소독 시 아래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 방수용

장갑(일회용 라텍스 장갑 또는 고무장갑)

▪ 보건용

마스크

▪ 방수

앞치마

우선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한다. 소독 중에는 피부와 눈, 호흡기가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소독에 사용하는 도구는 가능한 일회용 또는
전용으로 사용한다. 일상 소독 시 필요한 준비물품은 아래와 같다. 준비물품은
깨끗하고 건조하며 먼지로부터 오염이 되지 않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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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제,
▪ 일회용

찬물, 대걸레 등
천(타올), 폐기물 봉투

▪ 갈아입을

옷

아래를 참고하여 올바른 소독제를 선택하고, 준비해야 한다(<표 8> 참조). 여
기에서는 치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을 이용하여 올바른 소독제를 준비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표 9> 참조). 어린이, 노약자가 있는 근무지에서는 소독
제를 과량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표 8

소독제 종류

분류

대표 유효성분

유효농도

표면 접촉시간

적용대상

0.05%
(500 ppm)

5분 이상
(ECDC 참고)

• 일상 표면 소독

0.1%
(1,000 ppm)

1분 이상
(WHO 참고)

• 일상 표면/화장실 소독

염소계
화합물

차아염소산나트륨
(가정용 락스)

알코올

에탄올

70%~90%

1분

과산화물

과산화수소

0.5%

5분 이상

• 일상 표면 소독

※ 환경 소독제 사용 시 희석배율, 접촉시간,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제조사 권장사항 준수

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2020)
표 9

치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을 이용하여 소독제 만들기

최종 염소농도
0.05%
(500ppm)

희석방법
4% 락스를 1:100으로 희석: 물 1,000mL, 4% 락스 12.5ml
5% 락스를 1:100으로 희석: 물 1,000mL, 5% 락스 10ml

※ 원액 필요량 계산법: 희석액 제조량 X 최종 염소농도 ÷ 제품 원액농도
예: (1,000ml X 0.05)÷4 = 12.5ml / (1,000ml X 0.05)÷5=10ml

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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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독 방법
아래의 방법에 따라 일상적인 소독을 실시한다.
▪ 일회용

천에 소독제(미리 만들어 둔)를 적신다.

▪ 손이

자주 닿는 물품, 벽면을 닦은 후 일정 시간을 유지한다.

▪ 소독

시에는 손이 자주 닿는 곳(예: 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소독한다.
▪ 여러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곳(예: 손잡이, 난간, 문고리, 스위치 등)을 중심

으로 소독한다.
▪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다수의 접촉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청

소 및 소독한다.
▪ 화장실의

경우 수도꼭지, 화장실 문손잡이, 변기 덮개, 욕조, 화장실 표면

등을 소독한다.
▪ 아이들의

손이 닿는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채로 입과 손

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 깨끗한
▪ 공기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는다.

중에 단순히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것은 소독 효과가 미흡하므로 표

면소독에 적합하지 않다.
소독 후에는 아래의 방법을 실천한다.
▪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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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과 천은 종량제 봉투에 밀봉하여 버린다.

▪ 소독

후, 공간을 사용 전까지 충분히 환기한다.

▪ 소독

후 물과 비누로 꼼꼼하게 손을 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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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청(2020)

6. 이동: 차량이용
사회복무요원은 업무수행 중 근무지의 차량에 탑승할 수 있다. 근무지의 차량
에 탑승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의 방역지침을 실천해야 한다(경상북도
사회복지사협회, 2021). 특수한 상황(예: 확진환자 혹은 의심환자와 동승) 혹은
특수차량(예: 응급차량)에 탑승할 경우, 근무지의 별도 지침을 숙지하고 실천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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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운행의 일반 수칙
▪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탑승자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 차량

내 밀집도를 고려하여 탑승인원을 최소화한다. 차량출발 전 계획한다.

▪ 운행

전, 모든 탑승자에 대해서 체온측정(자가증상 확인) 및 손소독을 수행

한다.
▪ 탑승자에게

차량탑승 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준다. 특히, 응급사

항 시(예: 탑승자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 의사소통하는 방법
을 알려준다.
▪ 차량

내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다. 탑승자는 다른 사람과의 밀착(1.5m

이내)을 피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 이동

시 불필요한 대화는 최소화한다.

▪ 수시로
▪ 운행

손소독을 수행한다.

중, 탑승자의 마스크 착용과 거리 유지를 수시로 확인한다.

▪ 차량운행

중 수시로 방역사항을 점검한다. 다수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하는

경우(예: 지역주민 혹은 민원인 동승), 차량 내 방역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별도의 인력을 지정한다(예: 운전자는 근무지 담당자, 점검자는 사회복무요원).
▪ 운전자는

안전한 차량운행을 최우선으로 한다. 차량 내 방역사항을 점검할

별도 인력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 운전자는 운행에 방해되지 않은 상황(예:
정차 시)에 탑승자의 방역활동을 점검한다.
▪ 수시로
▪ 운행

창문을 열어 차량 내부를 환기한다(최소한 한 시간에 한 번 정도).

종료 후, 문손잡이 등 접촉이 빈번한 접촉부위 소독하고 차량 내부 환

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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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의사항
차량이동 중 마스크 착용에 어려움이 있는 동승자가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고려한다.
▪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이 발생한 대상자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한다.

가급적 마스크 착용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동승자를 탑승 전
에 파악하고, 근무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미리 준비한다.
▪ 스스로

마스크를 벗을 능력이 없는 대상자가 탑승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

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단, 이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미리 마련해야 한다.
▪ 스스로

마스크를 벗을 능력이 없는 대상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탑승할 경

우, 이들을 전담하여 관찰할 수 있는 인력이 동승한다.
▪ 대상자가

마스크 착용에 어려움이 있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할 경

우, 비말전파를 일시적(최대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안(예: 페이스쉴드, 천
덮개, 가림막 설치, 대형차량이용, 탑승인력 최소화 등)을 준비한다.
▪ 동승하는

탑승자의 수를 최소화하고, 동승자 또한 추가적인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추가적인 보호구(예: 고글/페이스쉴드, 방호복, 일회용 가운 등)를
착용하게 한다.
▪ 이러한

상황은 차량 출발 전에 근무지 관리자, 대상자의 보호자와 반드시 사

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대상자가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예: 천식, 심한 기침 등)을 호소할 경우,

즉시 마스크를 벗게 한다. 근무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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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식당이용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지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또한, 부여된 업무에 따라 사
회복무요원은 지역주민 혹은 이용인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감염병 상황에서 사회복무요원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한 식사를 위
해서 아래의 방역지침을 숙지하고 실천해야 한다(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2021).
1) 구내식당 행동수칙
근무지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할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구내식당 이용인(지역주민)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식사를 위해서도 아래의
이용수칙을 실천하여야 한다. 식사 전, 근무지의 식당이용수칙을 숙지해야 한다.
▪ 방문자
▪손

씻기 후, 식당으로 이동한다.

▪ 식당
▪ 1m
▪ 식사

입구에 비치된 손 소독제를 사용한다.
이상의 거리를 두고 줄을 선다.
시 옆자리 비우고 착석한다.

▪ 타인과
▪ 개별

▪ 식사

섭취 전까지 마스크를 착용한다(배식 혹은 이동 중에는 마스크 착용).

중 말하지 않는다(부득이한 경우, 손이나 휴지로 입을 가리고 말하기).

▪ 음식은
▪ 식사

마주 보지 않고 거리를 두어 식사한다.

수저와 식기를 사용한다.

▪ 음식물

나눠 먹지 않는다.

중 기침(재채기)예절을 지킨다.

▪ 식사를
606

명부를 작성한다.

마치면, 즉시 마스크 착용하고 식당에서 퇴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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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내식당 업무지원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의 구내식당 업무를 지원할 경우, 아래의 지침을 실천
한다.
▪ 식당

내부를 환기한다(가급적 문과 창문 개방).

▪ 식당에서의
▪ 방문자

준수사항을 안내한다(모니터링 인력 배치하기).

명부 작성을 확인한다.

▪ 이용자들의

이용 시간을 분리하여, 식당 내 밀집도와 이용자 간의 접촉을 최

소화한다.
▪ 식당에
▪ 식사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을 게시한다.

전 이용인에게 손 씻기 및 손 소독을 안내한다.

▪ 거리를

두어 줄을 설 수 있도록 안내한다(대기 줄 간격이 1m 이상 되도록

안내･관리).
▪ 식사시간에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거나 대각선으로 앉아서

식사한다. 가급적, 식당 내 자리를 미리 지정한다.
▪ 조용히

식사하도록 유도한다.

▪ 배식을

담당할 경우, 마스크, 위생모자 등 위생용품을 필수적으로 착용한다.

▪ 음식을

개인 접시에 덜어 식사하도록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한다.

▪ 수저

및 식기류는 가열소독을 한다.

▪ 빈번한

접촉 부분(예: 문손잡이, 테이블, 의자 등)은 소독한다.

▪ 근무지

관리자는 식당에 대한 정기적 소독 실시 및 급식 관련자를 대상으로

위생 교육을 한다. 즉, 구내식당 업무지원을 할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별도
의 위생교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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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감염병 예방: 근무지 유형별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지역주민 혹은 민원인
(이용인)을 응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지 관리자(혹은 동
료)와 함께 지역주민의 거주지를 방문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지역주민이 사회복무
요원의 근무지를 방문(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이용인이 장기간
생활하는 사회복지생활(거주)시설에도 근무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지의 특성을 이해하여, 이에 적절한 감염병 예방 지침을 실천하여야 한다.

1. 방문시설: 지역주민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단독 혹은 근무지의 관리자와 동행하여 지역주민 또는 민원인
의 가정(거주지)을 방문할 수 있다. 방문 전･중･후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래
의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실천해야 한다(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2021).
1) 방문 전 고려사항: 준비하기
방문 전에는 아래의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 방문

전 유선･문자 등으로 방문할 대상자의 증상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고

기록한다. 또한, 대상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동거인(가족)의 증상 유
무도 확인한다.
▪ 이러한

확인은 유선으로 방문 예약을 할 때, 그리고 근무지에서 출발하기 전

에 한 번 더 확인한다. 이상이 확인될 경우, 근무지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가정방문

시 사회복무요원은 대상자를 포함하여 대상자 가정 내 다양한 감

염원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반대로, 방문 시 대상자는 외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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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객인 자신(사회복무요원)을 매개체로 감염병 전염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 방문

전, 근무지의 방역(방문)지침을 대상자에게 유선･문자로 안내한다.

2) 방문 중 고려사항
방문 시에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고 실천한다.
▪ 근무지의
▪ 마스크,

출근 전, 방문 전에 자신의 체온과 자가증상을 확인한다.

장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대상자의 전염 가능

성도 차단한다. 근무지의 지침에 따라 추가적인 보호장비를 착용할 수 있다.
▪ 마스크(KF94)
▪ 이동(예:
▪ 방문

착용, 방문 전･후 손 소독을 수행한다.

도보, 차량 등)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동선은 최소화 한다.

전 손 소독제를 지참하여, 수시로 손소독을 수행한다.

▪ 대상자의

마스크 착용여부를 확인한다.

▪ 대상자와

인사를 나눈 즉시, 대상자의 자가증상을 확인한다. 대상자가 자가

증상이 있을 경우, 방문을 중지하고 근무지의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 방문

전･후 대상자의 실내 환기를 한다.

▪ 방문

대상자에게도 손소독을 요청한다.

▪ 가급적

개방된 공간에서 대상자와 대화한다. 방안 등 밀폐된 공간보다는 거

실 또는 옥외 등 개방된 공간에서 대화한다.
▪ 방문

대상자와 대화 중에는 항상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다.

▪ 필요시

대상자에게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등에 대해 설명한

다. 필요시 동거하는 가족 혹은 보호자에게도 방역지침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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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급적

방문시간을 최소화한다. 방문시간을 줄일 경우, 대상자 혹은 보호자

에게 그 이유를 설명한다.
▪ 추후

방문이 있을 경우, 일정을 안내한다.

3) 방문 종료 후 고려사항
방문을 종료한 후에도 아래의 지침을 실천한다.
▪ 방문

종료 후, 반드시 손 위생(손씻기, 손소독)을 실시한다. 방문 대상자도

손 위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다음

가정으로 이동 시, 반드시 손소독을 포함한 개인위생을 실시한다.

▪ 복귀

후, 방문일지를 작성하고 자신의 동선을 확인한다.

▪ 방문

결과를 근무지에 보고한다.

▪ 퇴근

이후 동선을 최소화하고, 사적 모임과 불필요한 외출 등을 자제한다.

2. 이용시설: 지역주민이 근무지를 방문하는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지역주민이 방문하여 이용하는 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다. 자신
의 근무지를 방문하는 지역주민을 응대할 경우, 아래의 상황을 숙지하고 실천해
야 한다. 또한, 아래의 일반적인 지침을 숙지하고, 자신의 근무지의 방역지침을
실천해야 한다(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2021;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2020;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0).
▪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나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퇴근하여 자가격리 원

칙을 준수한다.
▪ 방문업무와
▪ 방문이

관련이 없을 경우, 방문인과 최대한 접촉하지 않는다.

예측 가능한 외부인들은 미리 방문일정을 예약하고, 근무지의 방역

지침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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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인을

접객하기 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 후 출입을

안내한다.
▪ 마스크

미착용 방문인의 출입을 제한한다.

▪ 열화상

카메라나 비접촉 체온계 사용하여 방문객과 일정 거리를 두고 체온

을 측정한다.
▪ 일차적으로,

방문자 명부와 체온계를 비치하여 방문인 스스로 측정하여 방

문인의 연락처(전화번호), 증상 여부를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 이차적으로

방문인의 증상 여부(예: 발열, 호흡기 증상 등)를 확인한다. 이상

이 발견되면, 근무지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방문인과
▪ 근무지

악수 등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는다.

인력과 방문인의 동선이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한다. 방문인에게 시

설 내 이동 범위를 알려준다. 근무지 내 방문인을 위한 별도의 장소가 지정
되었다면, 방문인에게 장소를 안내한다.
▪ 방문인에게

근무지의 방역지침을 안내한다. 방문인을 위한 감염 예방 정보

및 교육 자료, 홍보물을 시설 내 여러 공간에 부착한다.
▪ 방문인

사이에는 책상, 투명 칸막이 등을 두어 물리적으로 거리를 확보한다.

예를 들면, 의자 배치는 서로 마주 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거나 대각선
으로 배치한다.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고정형 탁자 일부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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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시설: 이용인이 거주하는 근무지
사회복무요원은 이용(거주)인이 장기간 거주하는 사회복지생활(거주)시설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근무할 경우, 이용인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접촉 가능성에 주의하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경상북도사회복지사
협회, 2021;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2020;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0).
1) 이용인의 방역실천 지원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경우, 스스로 개인방역을 실천할 수 없거나 어려움이 있
는 이용인(거주)이 생활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지 이용(거주)인의 예방
수칙을 숙지하여, 이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용인이

근무지의 방역지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이용인이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근무지내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2m(최소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 1m 거리를 유지한다.
▪ 소독제,

체온계 등을 비치하여 이용인들이 수시로 사용할 수 있게 권장한다.

▪ 이용인이

증상을 느낄 때, 즉시 관리자 혹은 자신(사회복무요원)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 안내한다.
▪ 이용인이

방역물품 부족 시, 관리자 혹은 자신(사회복무요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 이용인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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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개인위생관리가 어려운 이용인을 돕는다. 단, 근무지의 지침에 따라

서 지원한다.
▪ 필요한

경우, 방역당국(보건소)의 역학조사 및 동선 확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인에게 안내한다.
▪ 시설

외부로 출･퇴근 혹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인에게 자신의 동선을 기

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사회복무요원의 방역실천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지의 주요한 구성원이다.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근무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역지침을 숙지하고 실천한다.
▪ 사회복무요원은
▪ 근무지의

자신의 건강상태(자가증상)를 스스로 점검한다.

방역지침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숙지한다. 방역당국과 근무지의

방역지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 개인위생

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

칙, 행동요령 등에 대해 이용인과 외부 방문인(예: 강사, 후원자, 연고자 등)
에게 안내한다.
▪ 감염

예방 정보제공 및 교육 자료, 홍보물을 시설 내 여러 공간에 부착한다.

▪ 이용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공감하면서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

달한다. 필요시 반복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 이용인의

발열, 증상 및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확인한다. 증상 발견 시, 근무

지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시설

차량 이용 시, 탑승자 모두 마스크 착용하여 이용한다. 근무지의 차량

운행지침에 따른다.
▪ 이용인과

근무지 직원 간의 악수 등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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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중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나면 즉시 관리자에게 알리고 마스크 착용 후

퇴근하여 자가격리 원칙을 준수한다.
▪ 시설

환경 청소 및 소독을 지원한다.

▪ 이용인에게

눈, 귀를 휴지로 닦은 후 처리 방법(지정된 휴지통에 버리기)을

언어적･비언어적 방법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준다. 필요시, 처리를 도와
준다.
▪ 비말

전파 방지를 위한 간격을 유지한다. 의자 배치는 서로 마주 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거나 대각선으로 배치한다.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고정형 탁자 일부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을 마련한다.
▪ 생필품,
▪ 근무지

음식, 의약품 등 시설(근무지)에 필요한 용품을 점검한다.
지침에 따라 방문인(예: 외부강상, 면회객 등)의 출입 통제 업무를

지원한다.
▪ 근무지

인력의 공백 상황을 이해한다. 근무지의 인력 공백 시, 잔여 인력의

변경된 업무를 숙지한다.
▪ 사회복지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이용인과 동료를 위해서 퇴근 후에도 개인방

역지침을 준수하고, 외부인들과의 접촉을 최소화 한다.
3) 마스크 착용 관련
감염병 상황에서는 근무지 내 모든 인원은 마스크를 착용한다. 하지만, 사회복
지생활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이용인이 생활하기
도 한다. 따라서, 근무지의 특성과 거주하는 이용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근무지
의 마스크 지침은 상이할 수 있다. 사회복지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은 근무지의 마스크 지침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2021).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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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내 모든 인원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 스스로 마스크를 탈착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근무지
는 대안적 방역지침을 수립 것이며, 사회복무요원은 이를 숙지하여 업무수
행을 한다.
▪ 근무지의

감염병 담당자는 시설 내 스스로 마스크를 탈착할 수 없는 이용인

을 파악하고 기록한다(향후 역학조사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 사회복무요원
또한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이용인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이용인과

접촉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화하고, 접촉할 수 있는 인력을 지정한

다(근무지의 지침).
▪ 대상자와

접촉하는 인력(사회복무요원 포함)에게는 일상적인 방역지침보다

강화된 수칙을 적용한다. 만약 이용인과 접촉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강화된
개인보호장비(예: 일회용 장갑, 마스크 등)를 착용할 수 있다.
▪ 마스크

기능(비말전파 최소)을 부분적으로 대체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

(예: 고글/페이스쉴드, 통기성이 있는 가리개, 공간분리 장비(가림막), 추가
적인 보호장비 착용 등).
▪ 이용인의

보호자에게 마스크 착용여부를 포함한 방역상황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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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감염병 대응
감염병 환자가 발생･확진시,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지의 지침에 따라 대응활동
을 지원할 수 있다. 방역당국과 근무지 지침에 따라, 감염병 환자 발생･확진시
대응 방법과 절차는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은 방역당국과 근무지
의 방역지침을 수시로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아래는 감염병 환자 발생･확진
시, 사회복지시설의 일반적인 대응단계이다(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2021; 중
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0).

1. 1단계: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시 / 유증상자 발견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지에 의심환자(혹은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의 관찰실(또는
격리실, 격리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1) 근무지 내부에 관찰실이 확보된 경우
▪ 감염병

의심환자는 관찰실(격리공간)에 격리 조치한다.

▪ 보건소에

연락하여 증상 설명 후 안내에 따른다.

▪ 보호자에게
▪ 조치가

연락하여 상황을 알린다.

이루어지기 전까지 의심환자의 마스크 착용을 돕는다. 의심환자의

호흡 장애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 관찰실(또는

격리실,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관찰실에서는 개인 물

품(예: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격리 대상자
를 돌보는 인력은 마스크(KF94 사용)와 개인보호구를 착용 및 손 위생을 수
시로 수행한다.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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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지 내부에 관찰실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 지자체와

사전 협조하여 시설 외부에 관찰실을 미리 지정한다(근무지 관리

자가 수행). 의심환자 발생시 해당 장소로 이동한다.
▪ 시･도(보건소)

지시 사항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으로 의심환자를

운송한다(대상자의 보호자에게 외부 관찰실의 위치와 연락처 공유하기).
▪ 시설에서

외부 관찰실 이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근무지 관리자).

▪ 의심환자가

외부 관찰실에 격리될 경우, 돌봄 계획을 수립한다(근무지 관리

자가 수행). 근무지 지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 돌봄을 지원할 수 있다.
▪ 의심환자의

시설 내 이동 동선 확인 후, 소독제를 이용하여 해당 동선의 공

간을 소독한다.
▪ 의심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모니터링 한다. 의심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의

심환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하며, 의심환자의 검사결과가 음성이
면 업무에 복귀한다(방역당국과 근무지 지침 확인 필요). 의심환자와 접촉한
대상자는 의심환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인실(가급적 독립된 공간)에 배
치하고 의심환자의 검사결과가 음성이면 해제한다.
▪ 근무지에

남은 이용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에 대한

안내를 한다.

2. 2단계: 감염병 확진자 발생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하면 근무지는 다음과 같은 비상운영체계가 가동된다. 따
라서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지의 비상운영체계를 이해하고, 업무를 지원한다. 근무
지 내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하면, 사회복지시설의 비상운영체계는 아래와 같은
대응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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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

내 감염병 관리 조직을 운영한다(예: 발생감시팀, 예방관리팀, 감염

관리팀, 대외협력팀, 행정지원팀 등). 감염병 환자 발생할 경우, 사회복지시
설은 외부(방역당국, 보건소)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외부 기관과
활발히 연락하게 된다. 근무지 관리자는 보건소 통보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 보고한다.
▪ 선별진료소
▪ 입원

및 의료기관에서 확진판정 시 입원 조치한다.

조치된 이용인의 욕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직･간접적 서비스를 제공한

다. 또한, 이용인의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이용인의

서비스와 관련된 시설에 정보를 공유한다.

▪ 시･군･구와

긴급대응회의 진행을 통해 감염병 대응의 빠른 대처를 위한 계

획을 수립한다.
▪ 근무지

내 각종 프로그램 제한･폐쇄 검토한다.

▪ 근무지

내 다른 유증상자를 확인한다.

▪ 특히,

사회복지생활시설(예: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는 입원

및 사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거주할 수 있다. 따라서
고위험군의 이용인 및 인력에 대하여 파악하고 집중관찰 및 특별관리를 한다.
▪ 근무지
▪ 외부

인력 중 임신부･만성질환자 등에게는 유급휴가 등을 우선 고려한다.

방문인의 출입을 금지한다.

▪ 감염병이

확진된 이용인에 대해서는 완치되고 전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시설

내 입소를 중지한다.
▪ 이용인의

618

보호자에게 시설상황과 대상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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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계: 추가 환자 발생
감염병 전염으로 인하여 근무지 내에 추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언급
한 근무지 내 비상운영체계와 함께,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지의 추가 환자 대응방
침도 숙지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아래는 추가 환자가 발생시, 사회복지시
설에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대응이다.
▪ 감염병

환자 추가 발생을 확인한다. 추가 발병자 조사 및 추적 관찰, 현황

지속 파악 후 보고한다.
▪ 유행

의심 기준 충족을 확인하고 발생 현황 통계를 파악한다.

▪ 근무지

감염관리자(팀)는 유행에 대응한다.

▪ 지자체와
▪ 휴관

논의하여 시설 휴관 또는 시설 일시 폐쇄를 검토한다.

시 종사자 업무 역할 및 업무 수행 유형을 재배치한다.

▪ 역학조사를
▪ 여타

지원한다.

대상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대응 관련 사항을 대상자 및 보호자와

공유한다.
▪ 지역

내 타 생활시설 등과의 협력을 통해 돌봄 지원을 유지한다.

▪ 지자체와

미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근무지 관리자).

▪ 이용인의

보호자에게 시설상황과 대상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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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단계: 복구 단계
근무지에서 감염병 환자가 완치되거나 추가적으로 전염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근무지에서는 복구를 위한 준비를 한다.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지의 복구과정을
이해하고, 업무지원을 한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복
구 단계를 준비한다.
▪ 감염병

종료를 관할 보건소 및 지자체에 보고한다(근무지 관리자).

▪ 감염병

추가 발생 유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시설

재개를 준비한다.

▪ 프로그램･서비스는
▪ 시설

운영 및 사업･프로그램 계획을 재조정한다.

▪ 코로나19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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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적으로 확대한다.

대응 과정과 종료에 대해 시설 대상자, 보호자, 지역사회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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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대상별 고려사항: 아동, 노인, 장애인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거나 이용한다. 사회복무요
원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을 응대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은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감염병과 같은
재난상황에서도 특별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감염병 상
황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업무 수행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
다. 감염병 유행에서 그외 특수한 집단(예: 이주민, 외국인, 보호관찰대상자, 임
산부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지의 고유한 지침을
숙지하고 실천해야 한다. 특히 근무기관 담당자로부터 대상자의 특이사항 파악
후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지에서 아동을 위한 직･간접적인 업무를 수행할 경우, 특
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복지(생활)시설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은
아동과 대화할 기회가 많다. 감염병 상황에서 아동과 대화할 때 아래의 지침을
숙지하고 대화하여야 한다(UNICEF, 2020).
▪ 개방형

질문과 경청한다. 필요시, 아동들이 코로나19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을 질문한다.
▪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업무를 지원한다. 특히, 아동들의 걱정을

간과하거나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대화 도중 아동의 어려움이 발견되면, 근
무지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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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관련 상황을 아동 친화적으로 설명한다. 즉,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한다. 아동의 연령과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이들의 걱정에 대해서 이야
기를 나눈다. 필요시, 아동과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탐색한다.
▪ 아동에게

자신과 친구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수시로 손 씻기 활동

을 권장하며, 기침예절을 안내한다. 아동들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을 질
문한다.
▪ 반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필요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다. 수시로 손씻기 활동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힘
든 일이지만,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아동에게 알려준다.
▪ 아동의

낙인(stigma)의 경험을 확인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은 학교

혹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낙인 혹은 차별 등의 부정적 경험을 확인할 수 있
다. 만약, 아동과 대화 중 이러한 사항을 알게 될 경우, 근무지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함께 찾아본다. 아동들에게 상호협력의 의미와 가치

를 알려준다. 또한, 근무지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방역 활동과 의료진의 활동
을 알려준다.
▪ 사회복무요원

스스로가 자신을 돌보아야 한다. 코로나19에 대한 어른들의

행동과 반응은 아동에게 영향을 준다.
▪ 사려

깊게 대화 마무리한다. 대화를 종료하기 전에 다른 어려움이나 불안이

있는지를 아동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확인한다. 아동에게 언제
든지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근무지(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
을 돌보고, 경청하고, 언제든 도와줄 수 있다고 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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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
사회복무요원이 노인 관련 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노인의 방역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할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아래의 사항을 숙지해
야 한다(Arbaje, 2020).
▪ 어르신

스스로가 개인위생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어르

신이 스스로 손씻기, 손소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사회적 거리를 잘
유지하고, 자신의 주변 환경 및 물건을 소독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 어르신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근무지를 방문하는 어르신과 대화할 경우, 이들의 안부와 건강상태를
물어본다. 만약 어르신이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 근무지 담당자에게 안내한다.
▪ 어르신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한다. 근무지를 방문하는 어르신들

간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어르신들이 불필요한 외출
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한다.
▪ 근무지에서

수립된 어르신을 위한 돌봄 계획과 서비스를 이해한다.

감염병 예방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감염
병이 발생하면 누구나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불명확하거나 거짓 정보에 노출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지에서 노인과 대화 시 감염병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2021).
▪ 출처가

분명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입에 소금물 뿌리

기 등과 같은 비과학적인 행동은 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 정보제공

시,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소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공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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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고
▪ 하루

중요한 정보는 반복해서 전달한다.

종일 감염병 관련 뉴스를 시청하는 것은 오히려 불안을 가중시키고, 실

제보다 현실을 더욱 심각한 것으로 인지하게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어르신
에게 하루에 정해진 시간 동안만 뉴스를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질병과

관련하여 특효약이나 면역강화제 또는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으니 약품의 유혹이나 전화사기 등에 속지 않도록 어르신에게
안내한다.

3. 장애인
1) 감염병 상황에서의 장애인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아래에 제시된 대
상자의 다섯 가지 상황을 이해하고 고려해야 한다(CDC, 2020). 장애인시설에
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감염병 상황과 관련한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근무지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이동성이

낮거나, 돌봄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타인과의 밀접 접촉을 피할

수 없는 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한다.
▪ 장애인이

방역지침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

▪ 장애인이

스스로가 자신의 증상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

▪ 시각장애인의
▪ 장애인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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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방법(예: 손, 점자 등)을 고려한다.

대안적 의사소통수단(예: 점자 혹은 수어 등)을 이용하는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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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 유형별 고려사항
지역사회에서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이 가능한 선별진료소(병원)를 운영하
고 있다. 장애인의 요청(예약 등) 시 해당 선별진료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업무수행 중 장애 유형에 따라서 고려할 사항이 있다
(CDC, 2020).
(1) 시각장애인
▪ 감염병

관련 인쇄물 배포 시 문자 인식이 가능하도록 음성변환 출력이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한다(근무지에서 제공). 예를 들면, QR코드 또는 VOICEYE
(보이스아이)를 포함한 인쇄한 자료가 있다.
▪ 시각장애인이

점자표지판을 손으로 접촉하여 인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감염

병 예방(소독) 대책이 필요하다.
▪ 근무지에서는

시각장애인의 고유한 상황(예: 활동보조인 동반, 손으로 접촉

하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위생 실천방법과 사회적 거리두기방안을
수립한다. 사회복무요원은 이를 숙지하여 시각장애인을 돕는다.
(2) 청각장애인
▪ 뉴스,

감염병 브리핑 등 정보전달 과정에 수어통역 서비스 및 화면 해설을

지원하고, 자막 의무화 및 영상 수어 상담, 문자 상담(24시간) 등의 상담 편
의를 제공한다.
▪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지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이해하고, 근무지의

청각장애인에게 안내한다.
(3)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 언어와

관계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과 적은 양의 글로 표현하는 등

감염병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한다(예: 그림판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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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신장애인
▪ 정신장애인이

활동 종료 후 손 씻기와 손 소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물건을 만지거나, 버린 후의 상황도 포함한다. 이들에게 반복적으로 안내한다.
▪ 정신장애인의

손씻기 혹은 손소독 활동을 보조 또는 감독한다.

▪ 정신장애인의

스트레스 상황을 관찰한다. 필요시, 자기 관리, 스트레스 대처

에 대한 정보를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 정신장애인의

수면, 식사 및 기분의 변화를 면밀히 살핀다.

▪ 정신장애인이

일상생활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정신장애인이

친구 및 가족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필요시,

외부자원과 연계하여 신체적, 정서적 활동을 지원한다(근무지의 지

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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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요약
감염병 유행에서 사회복무요원은 감염병으로부터 자신과 동료, 그리고 지역주
민을 보호하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본 교육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필요한 기초적인 감염병 방역활동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사회복무요원은 자신의 근무지의 방역지침을 이해하고 실천하기를 기대한다.
본 교육의 핵심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사회복무요원은

개인 및 집단 방역지침을 실천해야 한다.

▪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지에서 기본적인 방역지침을 실천하고, 방역활동을 수

행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손 위생(손씻기와 손소독), 마스크 착용을 비롯
한, 기타 방역물품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지의 유형(방문･이용･생활시설)에 따라 적절한 방역지

침을 준수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사회복무요원은

감염병 환자 발생시 근무지의 비상대응체계과 과정을 이해

하고, 근무지의 대응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인 및 거주인(예: 아동, 노인, 장애인)

의 특성을 이해하여, 감염병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끝으로,

사회복무요원은 방역당국의 감염병 예방지침을 수시로 확인하고, 근

무지 고유의 방역지침을 숙지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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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심층응급처치법
(재난안전 포함)

응급처치는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사람에게 전문적인 의료가
실시되기 앞서 긴급히 실시되는 처치로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 또는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며, 다양한 응급처치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별로 학습하여 실전
에서 활용 가능한 응급처치 방법을 학습한다. 특히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재난과
근무기관 유형별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재난 사고 등에서 자신의 역할 확립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한다. 근무기관과 나의 주변에 있는 국민생명을
지키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1. 응급처치 관련법을 이해하고 응급상황별 대처요령을 시행할
수 있다.
2. 긴급 재난상황을 이해하고 절차별로 행동대처요령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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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응급처치법
(재난안전 포함)

Ⅰ 응급처치와 관련 법
1. 응급처치란?
응급처치는 부상을 입거나 갑자기 발병한 사람에게 즉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다. 응급처치는 의료기관의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적절한 의료기관 치료
전까지 임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며, 필요시 의료기관의 치료까지 가지 않고
회복 기회를 주기도 한다. 부상이나 질병 다수는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응급처치는 삶과 죽음, 빠른 회복과 장기 입원, 일시적 불편과 영구적 장애를
가질 수 있다. 응급처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치료
할 줄도 아는 것을 포함한다.
심각한 의료적 응급상황을 인식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아는 건 인명구조에
서 필수적이다. 응급 인식은 희생자와 주변인 모두 기본적인 증상을 몰라 지연될
수 있다. 심정지가 일어났음에도 그것이 심정지 증상인 줄 몰라 도움을 구하지
않고 1시간씩 지체하는 경우가 있다. 나아가 응급처치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너
무 많고, 알더라도 응급상황시 공황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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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응급처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응급환자를 발견했을 시 즉각 신
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응급의료를 위해 협조를 요청받으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해야 한다.
즉각적인 응급처치는 생명을 구하거나 영구적인 후유 장애를 감소시킬 수 있으
며 정확한 응급처치법을 모르거나 처치를 못하더라도 신고를 빨리하고 전문 응
급처치에 협조를 잘 해주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을 정도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 병원 치료가 필요할 때
병원 치료가 언제 필요한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구급차를 언제 불러야 할지
알기 위해서는 경미한 상해나 가벼운 질환인지, 아니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
는 상해나 질환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상복부가 아픈 경우 단순히 소화불
량이나 궤양일수도 있지만 즉시 병원치료가 필요한 심정지의 징후일수도 있다.
숨을 쌕쌕거리며 쉴 때는 평소 천식을 앓고 있다면 병원에서 처방해준 인공호흡
기를 즉시 사용하면 되지만, 벌에 쏘여 생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처럼 중태일
수도 있다.
피부를 베었다고 모두 상처를 꿰매야 되는 것은 아니고, 화상을 입었다고 해서
전부 병원치료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신종을 기하는 것이 최선이다.
미국응급의사협의회에 따르면 다음 질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확신이 없
다면, 도움을 받기 위해 119를 불러야 한다.
▪ 환자의

상태가 생명을 위협하는가?

▪ 병원에

가는 길에 상태가 더 나빠져 생명이 위험해 질 수 있는가?

▪ 환자에게

전문응그북조사와 장비가 필요한가?

13. 심층응급처치법(재난안전 포함)

2021 사회복지과정

▪ 거리가

멀거나 차가 막혀 병원에 가는 게 지체될 것 같은가?

▪ 척추부상이

의심되는가?

다음은 미국응급의사협의회가 권고하는 119나 개인 차량으로 병원에 즉시 이
송해야할 심각한 상태이다.
▪ 가슴

통증이 2분 이상 지속될 때

▪ 멈추지

않은 출혈

▪ 갑작스럽거나
▪ 각혈,

토혈

▪ 호흡곤란이나
▪ 갑작스러운
▪ 시력의
▪ 말을

숨가쁨

현기증, 힘없음, 기절

변화

하기 어려움

▪ 심하거나
▪ 정신적

지속적인 구토나 설사

상태의 변화(예, 혼란, 주의/집중할 수 없음)

▪ 자살

또는 살인하고 싶은 느낌

▪ 즉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

▪ 15분이상

압박해도 멈추지 않은 출혈

▪ 상처로

쇼크 반응이 일어날 때

▪ 호흡이

힘든 목이나 가슴 상처

▪ 중증도나
▪ 안구

심한 통증이 있는 복부은 상처

상처

▪ 완전히
634

심한 통증

절단되었거나 부분적으로 절단되어 벌어진 팔다리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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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를 먼저 부른다. 병원, 친구, 가족, 이
웃에게 먼저 전화하면 안 된다. 119보다 다른 번호에 먼저 전화하는 건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응급상황인지 잘 모르겠으면 일단 119에 신고해야 한다.

3. 119(구급차)를 부르는 방법
우리나라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이송 및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기관은 소
방방재청의 소방 119로 일원화 되어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의 상담, 지
도, 안내 및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국민들은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응급실에 전화로 묻는 대신 모든 응급상황
을 119에 전화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응급환자 발생시 지역번호나 국번 없이 119에 전화하면 유선전화의 경우 속해
있는 관할 지역을 기준으로, 무선전화(휴대폰)의 경우 기지국을 기준으로 가까운
119상황실에 연결이 된다. 하지만 일부 070번호나 그 외 특별한 방법으로 전화
를 시도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부산에서 신고하였는데 서울119상황실과 같이
의도하지 않은 지역으로 연결될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 지역번호를 119 앞에
붙여서 전화하면 된다.
소방 119상황실의 응급상황관리사는 신고자의 전화를 받고 출동요원에게 출
동지시와 정보제공의 역할을 한다. 신고자는 당황하여 빨리 와달라고 재촉하기
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필요한 정보 전달이 늦어질 뿐 실제 출동은
다른 대원이 이미 출동 중이므로 걱정하지 말고 차분히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방 119에 전화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물어볼 것이다. 또렷하고 너무 빠르
지 않게 아래 정보를 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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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위치. 응급처치자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다. 가능하면

주소, 교차로 이름, 기타 쉽게 알 수 있는 지형지물, 환자가 있는 특정 위치
(지하실, 뒤뜰 등)를 말해 준다.
▪ 이름과

전화번호. 119에 전화하면 전화번화와 위치가 상황실 컴퓨터에 뜨는

데, 혹시 전화가 끊겼을 때 나중에 119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다시 할 수 있다.
▪ 일어난

일(예, 남편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꿈적도 안하다)

▪ 다치거나

아픈 사람의 수. 몇 명이 다치거나 아픈지 설명하고, 구체적인 상

황을 알려 준다(예, 차 두 대가 충돌해서 세 명이 갇혀 있다)
▪ 다친

사람의 상태(예, 머리에서 피가 난다)와 자신이 해주 응급처치시 내용

(피가 난 부위를 누르고 있다).
119에서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기 전 전화를 끊으면 안 된다. 강화된 119 시스템
은 전화추적을 할 수 있지만, 일부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또한 상황실은
119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를 가장 잘 돌보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119에 직접
연락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때는 그에게 전화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대한심폐소생협회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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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신고하여 전화도움심폐소생술 지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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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처치 관련 법규 이해
1)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는 ʻʻ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ʼʼ고 되어 있으며 2항에는 ʻʻ응급의료종사자에
게 (응급처치 등의) 협조를 요청받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ʼʼ고 협조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반시 벌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응급 환자에게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 국민들 스스로 서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법이 정한 국민
의 의무이다.
흔히 응급처치를 주저하는 이유는 만약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경우, 법적
인 책임을 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형법과 민법
에서는 타인의 위난에 대하여, 선의의 목적으로 도움을 행한 경우 중대한 과실
이 없다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형법 제22조 제1항과 ｢응급의료
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따라서 응급처치를 배운 사람은 누구라도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는 응급환자
를 적극적으로 돕고 이에 대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어야 할 것이다.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의 법적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ʻʻ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권리가 있다ʼ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응급처
치와 심폐소생술을 모든 국민에게 교육하고 응급상황에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것
은 국민의 기본 권리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의학적 견지에서 볼 때
에도 일반인에 의한 현장 응급처치는 응급 환자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되고 권장되어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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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고 있으며 이 대상자는 학교나 여객자동차, 체육시설, 산업체, 철도, 항
공, 항만 등의 시설에서 의료나 구호 또는 안전을 담당하는 자들이다. 하지만
응급처치는 위의 의무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배워두면 내 가족과 동료들을
위험으로부터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교육을 받도록 추천된다.
3) 응급장비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법규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장정지가 발생한 사람의 응급처치에 필수적인 장비로 구
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신고자가 미리 사용하게 되면 생존할 가능성이 2배 이
상 높아진다. 따라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 의해 다중이용시설
과 아파트 등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
추도록 하고 있다. 해당 시설의 관리자는 설치 및 유지, 점검을 할 의무가 있으
며 주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1개월마다 자체 점검하고 사용시 관계기관에 보고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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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인 심폐소생술
1. 심장정지
심장정지는 원인에 관계없이 심장의 박동이 정지되어 발생하는 일련의 상태이
다. 심장의 박동이 정지되면 조직으로의 혈류가 중단되므로, 조직이 생체활동으
로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이 중단되어 조직의 기능이 정지
된다. 심장정지가 발생한 후 4~5분 이내에 심장 박동이 회복되지 않으면, 각 인
체 조직의 비가역적 손상이 시작되고, 심장정지로부터 회복되더라도 상당한 후
유증이 남게 된다. 즉, 조직으로의 혈류가 중단된 상태가 계속되면 세포가 괴사
되고 각 기관의 기능이 바가역적으로 상실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심폐소생술 등의 의학적 수단이 동원하지 않고서는 생명현
상을 유지할 수 없다.

2. 생존 사슬
생존사슬(chain of survival)은 심장정지가 발생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실행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연결고리이다. 심장정지가 발생했을 때 생존
사슬의 각 요소가 효과적으로 실행되면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커진다.
생존사슬의 첫 단계는 환자를 발견한 목격자가 심장정지 발생을 인지하고 신속
히 구조를 요청하는 과정으로 시작된다.
구조 요청은 목격자가 심장정지를 인지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위이다.
병원밖에서는 목격자가 주변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119에 전화를 함으로써
응급의료체계가 활성화된다. 병원 내에서는 주변 의료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전문)소생팀을 호출함으로써 구조요청 과정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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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정지의 통상적인 임상 증상은 의식 소실, 무호흡, 무맥박이지만 심장정지
가 발생한 직후 심장정지 호흡(agonal gasp)이나 경련이 발생할 수 있다. 목격
자가 심장정지 발생을 신속히 인지하여 구조 요청을 하면 심장정지 치료가 빨리
시작됨으로써 심장정지 생존율이 향상된다.
둘째 단계는 심장정지 환자에게 목격자가 가능한 한 빨리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다.
병원밖 심장정지 구조 과정에서 목격자는 구조 요청 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
작해야 한다.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술이 시행된 경우에는 시행되지 않은 경우보
다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약 4배까지 높아진다. 병원밖 심장정지 환자에게
가슴압박소생술을 한 경우와 표준 심폐소생술(인공호흡 포함)을 한 경우에 생존
율 차이는 없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병원 밖에서 일반인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할 때, 인공호흡을 할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가슴압박소생술을 하도록 권고한다.
셋째 단계는 충격필요리듬을 치료하기 위하여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여 제세
동하는 것이다.
심실세동이 발생한 후 제세동이 1분 지연될 때마다 제세동 성공 가능성이
7~10%씩 감소한다.
병원밖 환경에서 신속한 제세동을 위해 일반인 제세동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활
성화되어야 한다. 공공장소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고 심장정지가 발생했을 때
일반인이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는 일반인 제세동 프로그램은 병원밖 심장정지
생존율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률을 제정하여 다중이용시
설을 포함한 공공장소 또는 거주지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일반인에 의한 자동제세동기 사용 빈도는 높지 않다. 따라서 일반인 제세동 프로
그램을 위해서는 자동제세동기 설치뿐 아니라 자동제세동기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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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단계는 관찰되는 심전도 리듬에 따라 제세동, 약물 투여, 전문기도유지술
등 치료를 하는 전문소생술 단계이다.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을 포함한 기본소생술에도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는 환
자에게는 약물주사를 위한 투여로 확보, 혈관수축제(에피네프린), 항부정맥제(아
미오다론 또는 리도카인)를 포함한 약물 투여, 전문기도유지술을 포함한 전문소
생술을 해야 한다.
병원밖 심장정지 치료 과정에서 법률적 제약이 없다면, 현장 구급대원은 의료
지도(medical control)를 받아 약물주사를 위한 투여로 확보, 에피네프린 투여,
전문기도기 삽관을 포함한 전문소생술을 시행한다.
다섯째 단계는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에게 원인을 교정하고 목표체온유지치
료를 포함한 소생 후 통합 치료와 생존자에 대한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다.
자발순환이 회복된 모든 심장정지 환자는 집중치료시설에 입원하여 집중 감시,
심장정지 원인 규명을 위한 검사, 심장정지 후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포함한 소
생 후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심장정지 생존자에게는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재
활 치료가 필요하다. 소생 후 치료에는 폐 환기 유지, 혈역학적 감시, 중환자 집
중 치료와 더불어 목표체온유지치료, 급성관상동맥증후군에 대한 응급관상동맥
조영술 및 경피관상동맥중재술, 심장정지 원인 치료, 신경학적 예후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가 포함된다.

그림 2

병원 밖 심장정지 생존 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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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정지된 상태에서 흉부 압박, 인공호흡, 제세동 등의 과정
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혈액을 순환시켜,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정지 상
태로부터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한다.
1) 현장 안전과 환자의 반응 확인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구조자는 현장 상황이
안전한지, 감염의 가능성은 없는지를 우선 확인한
다.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ʻʻ괜찮으세요?ʼʼ라고 물어본다. 의
식이 있다면 환자는 대답하거나 움직이거나 신음
을 내는 것과 같은 반응을 나타낸다. 확인하는 동
안에 쓰러져 있는 환자의 머리나 목의 외상이 의심
되면 손상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움직임
을 최소화한다. 이때 환자의 반응이 없으면 119에

그림 3

의식확인

신고한다. 반응이 있고 진료가 필요한 상태이면 119에 연락을 한 다음 환자의
상태를 자주 확인하면서 구급상황(상담)요원의 지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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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의료체계 신고
반응이 없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쓰러
진 사람이 심장정지 상태라고 판단하고
즉시 119에 신고(혹은 원내 심장정지 코
드 방송)하고 자동제세동기를 요청한다.
심장정지 환자를 목격한 경우에는 주변
에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하고 다른 사
람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도움을 요청
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직접
그림 4

119에 신고한다.

119 신고

일반인은 호흡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 일반인이 구급상황(상담)요원
의 도움을 받아 호흡 반응을 확인할 때는 숨을 쉬고 있는지 호흡이 정상인지
비정상적인 호흡(심장정지 호흡: gasping)인지 함께 확인한다. 따라서 구급상황
(상담)요원은 심장정지가 의심되는 상황을 신고하는 목격자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여 반응의 여부와 비정상적인 호흡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심장정지
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목격자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
다. 심장정지 환자 중 일부에서는 발작이 관찰될 수 있으므로 구급상황(상담)요
원은 심장정지 환자에게 발생하는 비정상 호흡과 간대성 근경련을 확실히 파악
해야 하며, 목격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
(1) 나이와 관계없이 전화 우선(call first)
성인에게 발생하는 비외상성 심장정지의 주요 원인은 심실세동이며, 심실세
동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제세동이다. 반면, 영아와 소아의 경우 기도나 환
기의 문제로 인한 일차성 호흡 정지가 심장정지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따라서
심장정지가 의심되는 성인을 발견한 목격자는 119에 전화 연락을 먼저 하여
자동제세동기가 현장에 일찍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전화 우선). 일부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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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소아 심장정지의 목격자가 2분간 심폐소생술을 먼저 한 다음 응급의료체
계에 신고하도록 권장하기도 한다(심폐소생술 우선). 하지만 일반인에게 ʻʻ전화
우선ʼʼ, ʻʻ심폐소생술 우선ʼʼ의 개념을 교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심장정
지가 발생한 현장에서는 심장정지의 원인이 심장성인지 호흡성인지를 알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2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신고한다면 병원에 도
착하기까지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휴대전화 보급률이 높
으므로 현장에서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심장정지 환자의 나이와 관계
없이 목격자는 119에 전화 신고를 먼저 한 후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ʻ전화
우선ʼ을 하도록 권장한다.
(2) 119 신고
119에 신고할 때에는 환자 발생 장소, 발생
상황, 발생한 환자 수와 환자의 상태 그리고 하
고 있던 응급처치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만
약에 신고자가 심폐소생술을 전혀 배우지 않았
거나 하는 방법을 잊은 경우라면 구급상황(상
담)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구급상황(상담)
요원이 전화로 알려주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시
행하기 위해서는 스피커 통화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조자가 혼자이면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 구조자는 휴대전화의 스피커

그림 5

스피커폰 또는

핸즈프리 기능의 활성화

를 켜거나 핸즈프리 기능을 활성화한 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필요하면
구급상황(상담)요원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구급상황(상담)요원이 지시사항이 더 이상 없어서 끊으라고 할 때까지 통화
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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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흡 확인
호흡은 119 신고 후 확인한다. 심
장정지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호흡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
확인 및 119 신고를 먼저 한 이후에
환자의 호흡을 10초 이내에 확인해
야 한다. 호흡 확인 과정은 매우 어
려우며, 특히 심장정지 호흡이 있는

그림 6

경우 심장정지 상황에 대한 인지가

호흡확인

늦어져 가슴압박의 시작이 지연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반인은 반응을 확인한 후 반응이 없으면 119에 신고하고 자동제세동기를
요청한 후 구급상황(상담)요원의 안내에 따라 호흡의 여부 및 비정상 여부를
판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호흡 확인은 가슴과 배의 움직임과 팔, 다리 등 움직임이 없은
경우 이다. 그 외에도 반응이 없고 호흡시 환기 효과는 없으면서 느리고 불규
칙하게 헐떡거리는 호흡을 확인할 수 있다.
4) 가슴압박
(1) 가슴압박의 위치와 자세
가슴압박은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 정중
앙(복장뼈의 아래쪽 1/2)에 한 손의 손바
닥 뒤꿈치를 올려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올려서 겹친 뒤 깍지
를 낀 자세로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그림 7

가슴압박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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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의 효과는 환자를 바로 누운 자세로 눕힌 뒤 구조자는 환자의 옆
에서 무릎을 꿇은 자세로 시행할 때 극대화된다. 구조자는 손의 손가락을 펴거
나 깍지를 껴서, 압박할 때 손가락 끝이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한다. 팔꿈치는 펴서 수직 방향으로 체중을 이용하여 압박한다.
(2) 가슴압박 깊이
보통 체격의 성인 심장정지 환자에게 가슴압박의 깊이는 약 5cm로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압박 깊이가 6cm를 넘을 때는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다. 그러나, 실제 심장정지 현장에서 일반인 또는 의료종사자가 시행한 심폐소
생술의 40% 정도에서 가슴압박 깊이가 불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분한
깊이의 가슴압박이 시행되지 않을 때는 적절한 혈역학적 효과를 나타낼 수 없
으므로 모든 구조자는 효과적으로 가슴압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해
야 한다.
(3) 가슴압박 속도
심장정지 환자에게 가슴압박을 시행할 때 분당 100~120회의 속도로 할 것
을 제안한다.
(4) 가슴압박 후 이완
구조자는 심장정지 환자에게 가슴압박을 시행할 때 압박과 압박 사이 환자의
가슴에 기대는 것을 피함으로써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이 완전히 이완될 수 있
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지 못하면
흉강 내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심장동맥관류압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기 때문이다. 완전한 가슴 이완은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므
로 심폐소생술을 교육할 때 그 중요성을 강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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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받았더라도
자신이 없는 경우, 혹은 인공호흡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가슴압
박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보다 심장정
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일반인은 가슴압
박소생술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구조자는 인공호흡이 포함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인공호흡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도유지

그림 8

머리기울임-턱들어올리기(head tilt-chin lift)

머리기울임-

턱들어올리기법

방법을 사용하여 기도를 개방 한다.
머리기울임-턱들어올리기는 한 손으로 환자의 머리가 뒤로 기울어지게 하면
서, 다른 손의 손으로 아래턱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들어올림으로써 기도가
열리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때 턱 아래 부위의 연부조직을 깊게 누르면 오히려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한다. 기도가 열리면 환자의 입을 열어 입-입
인공호흡을 준비한다.
(2) 입-입 인공호흡
입-입 인공호흡을 하는 방법은, 먼저 환자의 기도를 개방하고, 환자의 코를
막은 다음 구조자의 입을 환자의 입에 밀착시킨다. 인공호흡은 ʻ보통 호흡ʼ을
1초 동안 환자에게 불어넣는 것이다. 보통 호흡이란 구조자가 숨을 깊이 들이
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호흡과 같은 양을 들이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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ʻ깊은 호흡ʼ보다 ʻ보통 호흡ʼ을 하는 것은
환자의 폐가 과다팽창 되는 것을 방지하고,
구조자가 과호흡할 때 발생하는 어지러움이
나 두통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
호흡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부적절
한 기도 개방이므로, 첫 번째 인공호흡을
시도했을 때 환자의 가슴이 상승하지 않는

그림 9

인공호흡법

다면 머리기울임-턱들어올리기를 다시 정확하게 시행한 다음에 두 번째 인공
호흡을 시행한다.
5)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비율은 30:2로 실시한다.
단, 구조자가 심폐소생술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
거나 인공호흡을 제공할 의사가 없을 때는 가슴압박만
시행한다.
그림 10 가슴압박 :

인공호흡 =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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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1. 자동심장충격기
갑자기 발생한 심장정지 대부분은 심실세동에 의해 유발되며, 심실세동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전기적 제세동(electrical defibrillation)이다. 제세동 성공률은
심실세동 발생 직후부터 1분마다 7~10%씩 감소하므로, 제세동은 심장정지 현장
에서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는 의료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인이나 의료종사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제세동이 필요한 심장정지를 구분해
주며, 사용자가 제세동을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비이다. 의료종사자들이
사용하는 자동제세동기라는 용어가 일반인에게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
들이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자동제세동기와 자동심장충격기라는 용어를 같이 사
용한다. 자동제세동기는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심장정지 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라도 바로 자동제세
동기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철도
차량, 20톤 이상인 선박,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에는 자동제세
동기를 설치할 것을 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2, 응급의료에 관한 시행령
제26조의2, 2014. 7. 7. 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의 다중이용시설은
철도역사, 여객자동차 또는 항만터미널, 5천 석 이상의 종합운동장, 중앙행정기
관 또는 시도의 청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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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심장충격기 종류
자동제세동기는 구조자에게 제세동을 유도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형
태로 구분된다. 완전 자동제세동기(fully automated)는 전원을 켠 후 환자의 가
슴에 패드를 부착하면 제세동기 스스로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하고, 에너지를 충
전하여 구조자에게 알린 뒤에 제세동을 자동으로 시행한다. 반면에 반자동 제세
동기(semi-automated)는 심전도를 분석하여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에 구조자
가 제세동 시행 버튼을 누르도록 음성 또는 화면으로 지시한다. 일반인을 대상으
로 한 자동제세동기 교육 및 홍보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반자동 제세동
기가 주로 보급되고 있다. 예전에는 두 개의 패드를 환자의 가슴에 각각 부착한
뒤에 자동제세동기 본체와 패드를 서로 연결해야 하는 형태의 자동제세동기가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두 개의 패드가 자동제세동기의 본체에 이미 연결된 형태
(pre-connected)의 자동제세동기가 주로 보급되어 설치되고 있다. 이런 형태
의 자동제세동기는 전원을 켠 뒤에 환자의 가슴에 두 개의 패드를 부착하기만
하면 되므로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목격자에 의해 시행되는
가슴압박의 속도와 깊이, 인공호흡의 주기 등을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기능을 갖
춘 자동제세동기도 설치되고 있다.

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사용 방법은 자동제세동기의 종류 및 제조회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사용 원칙은 같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는 도중에 자동제세동기
가 도착하면, 먼저 자동제세동기를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놓은
후에 전원 버튼을 누른다.
650

651

환자의 상의를 벗긴 후에, 두 개의 패드를 포장지에 그려져 있는 대로 환자의
가슴에 단단히 부착한다. 패드 부착 부위에 땀이나 기타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한
뒤에 패드를 부착한다. 자동제세동기가 심장정지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하는 동
안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환자의 몸이 움직이지 않도
록 한다.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라면 ʻ제세동이 필요합니다ʼ라는 음성 또는 화면 메시지
와 함께 자동제세동기가 스스로 제세동 에너지를 충전한다. 이후에 ʻ제세동 버튼
을 누르세요ʼ라는 음성 또는 화면지시가 나오면, 안전을 위하여 심장정지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뒤에 제세동 버튼을 누른다. 제세동 처치를 받은
후 심장정지 환자의 심장 리듬은 종종 무수축 및 무맥성 전기활동과 같은 비관류
심장 리듬(non-perfusing rhythm)으로 전환된다. 그러므로 구조자는 제세동
시행 직후에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하여 가슴압박 중단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자동제세동기가 ʻ제세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ʼ라고 분석한 때도 마찬가지로 심
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한다. 자동제세동기는 2분마다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제세동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그러므로 구조자는 환자에게 자동제세동
기를 적용한 상태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거나 환자가 회복되어 깨어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을 반복하여 시행한다. 자동제세동기의 패드는 심장
에 최대의 전류를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한 패드를 오른쪽 빗장
뼈 아래에 부착하고, 다른 패드는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겨드랑선(mid
axillary line)에 부착하는 전 외 위치법(antero-lateral placement)이 일반적
으로 사용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두 개의 패드를 가슴의 앞뒤로 부착하는 전후
위치법이나 한 패드를 흉골의 왼쪽에 부착하고, 다른 패드는 등의 견갑골 밑에
부착하는 방법 등이 있다. 패드를 부착하는 방법에 따른 제세동 성공률은 서로
비슷하며, 비교적 적용하기 편리한 전 외 위치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13. 심층응급처치법(재난안전 포함)

2021 사회복지과정

그림 11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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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
1) 기도폐쇄의 확인 방법
실신, 경련,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청색증, 심장정지 또
는 의식 소실을 유발할 수 있는 응급상황들과 기도폐쇄를
구별해 내는 것은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에
중요하다. 이물질은 가벼운 또는 심각한 상태의 기도폐쇄
를 일으킬 수 있다.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환자에게 기도
폐쇄 소견이 보이면 즉시 응급처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환자가 기침, 청색증, 말하거나 숨쉬기 힘든 호흡곤란 등
의 증상을 보이거나 자신의 목을 움켜잡는 징후를 보이면
환자에게 ʻʻ목에 뭐가 걸렸나요?ʼʼ라고 물어보아, 환자가

그림 12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

말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인다면 심각한 상태의 기도폐쇄로 판단하고 즉각
적으로 처치를 해야 한다.
2) 기도폐쇄의 치료 방법
환자가 가벼운 기도폐쇄 증상을 보이면서 기침을 크게 하고 있다면, 환자의
자발적인 기침과 숨을 쉬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심각한
기도폐쇄의 징후를 보이며 효과적으로 기침을 하지 못하는 성인이나 1세 이상
의 소아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등 두드리기(back blow)를 시행한다. 등 두드리
기를 5회 연속 시행한 후에도 효과가 없다면 5회의 복부 밀어내기(abdominal
thrust, 하임리히법)를 시행한다. 기도폐쇄의 징후가 해소되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기 전까지 계속 등 두드리기와 복부 밀어내기를 5회씩 반복한다. 1세 미만의
영아는 복강 내 장기손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복부 압박이 권고되지 않는다. 성인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구조자는 환자를 바닥에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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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산부나 고도 비만 환자의 경우에는 등 두드리기를 시행한 후 이물이 제
거되지 않으면, 복부 밀어내기 대신 가슴 밀어내기(chest thrust)를 시행한다.

그림 13 등 두드리기

그림 14 복부 밀어내기

그림 15 가슴 밀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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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염좌(삠)시 응급처치
1. 정의
염좌(sprain)는 관절을 지지해주는 인대가 외부 충격 등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경우를 주로 말하며, 근육이 충격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
지는 경우도 염좌(strain)라고 말한다. 영어로는 전자의 경우를 sprain, 후자의
경우를 strain으로 구분하여 부른다. 인대나 근육의 일부가 아닌 전체가 끊어지
는 경우는 파열(rupture)이라고 일컫는다

2. 원인
해당 조직에 대한 순간적인 과도한 충격이 주요 원인이다. 예를 들면 넘어지면
서 발목을 순간적으로 안으로 접질리게 되면 발목을 지지하는 바깥쪽의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게 되어 발목 염좌가 발생한다. 관절을 지지해주는 인대가 외
부 충격 등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경우를 주로 말한다.

3. 증상
해당 부위가 붓고, 빨개지고, 통증이 생기며 특히 해당 조직을 누르면 더 아파
하고(압통), 피부 안쪽의 출혈로 멍이 들기도 하며, 해당 관절은 경직되면서 운동
성이 감소하고 무게를 지탱하는 능력이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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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처치(RICE법)
응급처치에서 사용하는 ʻʻRICE(쉬-얼-압-올)ʼʼ 처치법은 쉬기, 얼음대주기, 압
박하기, 올려주기의 첫 글자이다.
심하지 않은 타박상과 염좌는 간단히 응급처치로 해결할 수 있다. RICE 원칙
에 따라 움직임을 제한하고 붓기를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R (Rest) : 움직이지 않고 쉬어야 한다.
I (Ice pack) : 아이스 팩을 대어 붓기를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킨다.
C (Compression) : 압박붕대로 붓기를 줄여주고 관절의 움직임을 완화시킨다.
E (Elevation) : 손상부위로 체액이 저류되는 것을 중력방향으로 분산시켜주어
붓기를 완화시켜준다.
대부분의 타박상은 3~7일이 지나면 점차 증상이 완화된다. 하지만 증상이 나
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면 골절이나 근육, 인대 등의 구조물 손상이 동반했
을 가능성이 있어 정형외과 진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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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재난의 이해
1. 재난 정의
재난(disaster)이란 별의 불길한 모습을 상징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 불
일치(dis)와 행성(aster)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용어다. 일반
적으로 재난은 ʻ자연적으로 발생해서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통제가 불가능한 것ʼ
을 일컫는 말이다. 재난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는 재난을 ʻʻ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ʼʼ으로 규정하고, 재난의 유형을 크게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으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또 ʻ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ʼ 제2조
에서는 재난의 범위를 ʻʻ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ʼʼ로 규정하고 있다.

2. 재난의 종류
재난의 종류는 크게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자연재난
자연 재난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재난으로 기상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기상
재해와 지진이나 화산활동으로 인한 지질재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례로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와 산사태, 폭설로 인한 피
해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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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재난
사회 재난은 부주의나 고의, 기술상의 문제,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 사회 환
경의 변화로 발생해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재난이다. 교통사고, 위험물 폭
발,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사고 등 사고성 재난이 대표적이다. 그뿐만 아
니라 에너지, 의료, 교통, 금융, 통신,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로 인한 재난
과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재난, 산업 발달에 따른 공해와 대기오염 피해 등도
사회 재난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사회 재난의 대표
사례로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서해대교 연쇄 추돌 사고, 세월호 침몰 사고, 메르스 사태 등이 있다.
[참고] 해외재난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의 특성
▪ 실질적인

위험이 크더라도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거나 방심한다.

▪ 본인과

가족과의 직접적인 재난피해 외에는 무관심하다.

▪ 시간과

기술･산업발전에 따라 발생빈도나 피해 규모가 다르다.

▪ 인간의

면밀한 노력이나 철저한 관리에 의해 상당 부분 근절시킬 수 있다.

▪ 발생과정은

돌발적이며 강한 충격을 지니고 있으나 같은 유형의 재난피해라

도 형태나 규모, 영향범위가 다르다.
▪ 재난발생
▪ 고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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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과 상황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과실이든 타인에게 끼친 손해는 배상의 책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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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 대응이 필요한 이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과 복구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어 중앙(또는 지방)정부의 재난 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
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중앙(또는 지방)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피해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발생
에 대비해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
어야 한다.
정부가 재난 발생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의 종류와 규모 그리고 피해 정도에 따라 재난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
계별 위기 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
라 정부는 재난 발생 시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네 단계로
나누어 대응하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재난 위기 경보 단계의 단계별 판단 기
준과 대응을 위한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인 관심 단계는 재난이 발생할 위기 징후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
나 그 수준이 낮아서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해외 신종 전염
병 발생, 원인불명의 감염 환자 발생, 태풍 및 집중호우와 관련된 기상예보가 있
을 경우에 관심 단계를 발령할 수 있다. 관심 단계가 발령되면 재난 관리 관계
기관은 재난 발생 징후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시 활동을 수행하고, 비상연락망 등
관련 기관 사이의 협조 체계를 점검해 재난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두 번째는 주의 단계다. 재난 발생 위기 징후와 관련된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
게 일어나고 있어 국가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경향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발령된
다. 예를 들어 해외 신종 전염병의 국내 유입, 국내 신종 전염병 발생, 대규모
침수 지역 및 수인성 전염병 등이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주의 단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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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되면 재난 관리 관련 기관은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 관계 기관
과 공유하는 활동을 강화하는 등, 재난 관련 기관들과의 협조 체계를 가동해 재
난 확산을 억제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세 번째 위기 경보 단계는 경계 단계로, 재난 발생 위기 징후의 활동이 활발해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뚜렷한 상태에 발령된다. 해외 신종 전염병의 국내
유입 후 타 지역 전파 가능성이 높을 때, 국내 신종 전염병이 타 지역에 전파될
가능성이 농후할 때, 그리고 수인성 전염병이 타 지역에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경계 단계가 발령된다.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 재난 관리 관계 기관은 재
난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비 계획을 점검하고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재난 위기 경보의 네 번째 단계는 심각 단계다. 재난 발생 위기 징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해 국가 위기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에서 발령된다. 해외 신종 전염
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와 국내 신종 전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가 확실시되거나
수인성 전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가 확실시될 때 정부는 심각 단계를 발령하게
된다.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 재난 관리 관계 기관은 재난에 대한 즉각 대응 태세
에 돌입해 재난 대응 매뉴얼에 입각한 재난 대응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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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재난유형별 재난발생 시 대처요령
1. 폭염발생 시 국민행동 요령
가. 폭염 핵심 행동 요령
▪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폭염이 예보된 때에는 최대한 야외활동을 자제

하고 주변의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안부를 살펴봅니다.

나. 일반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반드시 휴대합니다.
▪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마시지 않습니다.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

는 친인척, 이웃 등에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수시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보이는 경우에는 시원한 곳

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십니다.
▪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을 많이 마십니다.

다. 직장에서는 직원들과 함께
▪ 휴식시간은
▪ 야외

장시간 한 번에 쉬기보다는 짧게 자주 갖는 것이 좋습니다.

행사,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 행사를 자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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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10~15분 정도의 낮잠으로 개인 건강을 유지합니다.

▪ 직장인들은
▪ 냉방이

편한 복장으로 출근하여 체온을 낮추도록 노력합니다.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선풍기를 켜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둡니다.
▪ 건설

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을 항상 준수

하고, 특히, 취약시간(오후 2~5시)에는 ʻ무더위 휴식 시간제ʼ를 적극 시행합니다.

라.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 초･중･고등학교에서

에어컨 등 냉방장치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축수업,

휴교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선풍기를 켜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둡니다.
▪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2. 화재발생시 국민 행동 요령
가. 화재가 벨이 울릴 때
1) 비상소집을 합니다.
▪ 자고

있을 때 화재 경보가 울리면 불이 났는지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들을 깨우고 모이게 한 후 대처방안에 따라 밖으로 대피합니다.
2) 대피방법을 결정합니다.
▪ 손등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손잡이가 따뜻하거나 뜨거우면 문 반대

쪽에 불이 난 것이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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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들어오는 방향과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계단으로 나갈지 창문으로

구조를 요청할지 결정합니다.
3) 신속히 대피합니다.
▪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하여 지상으로 안

전하게 대피합니다.
▪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창문으로 구조요청을 하거나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

막이를 이용하여 대피합니다.
4) 119로 신고합니다.
▪ 안전하게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합니다.

▪ 휴대폰이

있어서 신고가 가능하다면 속히 해주시고 신고하느라 대피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5) 대피 후 인원을 확인합니다.
▪ 놀이터

등 사전에 약속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인원을 확인합니다.

▪ 주변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출동한 소방관에게 알려줍니다.

나. 화재대처 : 불을 발견했을 때
1)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보았을 때
▪ 불이

난 것을 발견하면 ʻʻ불이야!ʼʼ라고 소리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

리도록 합니다.
2) 불을 끌 것인지 대피할 것인지 판단합니다.
▪ 불길이

천장까지 닿지 않은 작은 불이라면 소화기나 물양동이 등을 활용하

여 신속히 끄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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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길이

커져서 대피해야 할 경우 젖은 수건 또는 담요를 활용하여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합니다.
▪ 세대

밖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이웃집으로 대피하

거나 완강기를 이용하여 창문으로 나가는 방법, 실내대피 공간으로 대피하
였다가 불이 꺼진 후 나오는 방법 등을 활용합니다.
※ 1992년 10월 이전에 허가받아 지어진 아파트는 피난시설과 기구가 없으므로 주의하여
야 하며 안전을 위하여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알아둡시다! 완강기 사용법
1)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다.
2)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릴(줄)을 던진다.
3)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4)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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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결고리를 지지대에 안전하게
고정한다.

나. 로프(줄)를 창밖으로 던진다.

다. 벨트를 가슴둘레에 맞도록 길이를
조정한다.

라. 벽면을 타고 안전하게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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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재진압 : 소화기 사용법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밖으로 대피할 때를 대비하여 문을 등지고
1) 소화기를 가져와서 몸통을 단단히 잡고 안전핀을 뽑는다.
2)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해 가까이 이동한다.
3) 손잡이를 꽉 움켜쥔다.
4) 분말이 골고루 불을 덮을 수 있도록 분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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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외소화전 사용법
1) 2명 중 1명이 먼저 소화전함의 문을 열고 호스와 노즐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2) 호스를 밖으로 꼬이지 않도록 불이 난 곳까지 길게 늘어뜨린 후 노즐(관창)
을 잡고 방수자세를 취한다.
3) 다른 한사람이 밸브를 돌려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뛰어가서 호스를
잡는 것을 도와준다.
4) 노즐의 끝을 돌려 물의 양을 조절해가며 불을 끈다.

3. 미세먼지 발생시 행동 요령
가.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일반적 건강문제)
1) 두통과 현기증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 곤란으로, 또는 먼지가 체내에 유입되었을 때 두통과
현기증이 발생할 수 있다. 두통의 정도는 혈관에 잘 녹는 초미세먼지의 농도에
좌우된다.
2) 피부병
피부에 일어나는 증상으로는 여드름, 발진, 각종 먼지 알러지 등이 있다.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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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어도 먼지의 입자가 매우 작아 확실히 차단되지 않으므로 민감한 피부를 가졌
다면 귀가 후 샤워를 하는 것이 권장된다.
3) 눈병
안구에도 좋지 않다. 아폴로 눈병 등 유행성 결막염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걸리기 쉬워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안구건조증이 심해지는 것은 물
론이고 눈물이나 눈곱이 많이 나오거나 따갑거나 자극이 느껴지기도 한다. 인공
눈물을 챙겨서 틈틈이 안구세척을 하면 좀 나아진다. 렌즈 사용자라면 이 날만
큼은 렌즈를 안 끼는 것도 좋다.
4) 호흡기 질환 증가
감기는 물론이고 비염 및 천식, 부비동염, 기관지염, 폐렴과 같은 질환을 불러
일으킨다. 머리카락의 굵기가 90μm, 고운 모래의 지름이 70μm 정도인데 비
해, 미세먼지의 지름은 10μm 이하이다. 즉, 미세먼지는 모래알보다 7배나 가
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사람이 호흡할 때 들숨을 타고 들어와 기관지
를 거쳐 폐에 흡착한다. 흡착한 미세먼지는 염증을 유발, 상기도감염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진다.
5) 혈관 질환, 뇌질환 증가
폐에 흡착하는 10μm의 미세먼지보다 4배 더 작은 것이 초미세먼지다. 지름
2.5μm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우리 몸 아주 깊은 곳까지 침투한다. 이들은 기관
벽을 통과하여 혈관으로 흡수되며, 뇌졸중, 뇌경색이나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쉽게 말해, 중금속과 화학물질 섞인 미세한 돌맹이가 당신의
뇌나 심장에 들어가 혈관을 막아 버리는 개념이나 다름 없다. 이들이 혈전을 형
성할 경우 부정맥과 협심증,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며, 심할 경우 동맥경화, 심부
전과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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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세먼지 행동요령 - 민감군
▪ 보통

: 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 나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 매우나쁨

: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 활동 시 의사와 상의

다. 미세먼지 행동요령 - 일반인
▪ 나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매우나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

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라. 경보 시 행동요령
▪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 시

의사와 상의)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

우 실내생활 유지)
▪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 유치원･초등학교
▪ 중･고등학교
▪ 공공기관
668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실외수업 자제

운영 야회 체육시설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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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

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마. 미세먼지 발생시 가정에서는
▪ 황사･미세먼지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마스크를

준비합니다.
※이산화탄소 등 실내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최소한의 환기 필요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

합니다.
※마스크 착용 시 불편할 경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 어린이는
▪ 외출

실외활동을 줄이고 집에 빨리 갑니다.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 황사･미세먼지가

종료 후에는 충분히 환기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 황사･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합니다.

4. 감염병 발생시 행동 요령
가. 감염병의 개념
감염병은 세균, 스피로헤타, 리케차,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과 같은 여러 병원
체에 의해 감염되어 발병하는 질환이다. 병원체에 의한 감염은 음식의 섭취, 호
흡에 의한 병원체의 흡입, 다른 사람과의 접촉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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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감염병 초기 증상
감염병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
9(COVID-19)

초기 증상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폐렴 및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

다양하게 경증에서 중증까지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
• 드물게는 객담, 인후통, 두통, 설사 및 객혈과 오심도 나타남
• 기침(폐결핵 초기에는 가래가 없는 마른기침을 하다가 점차 진

행하면서 가래가 섞인 기침이 나옵니다. 하지만 기침은 결핵 뿐
아니라 감기, 기관지염, 흡연 등 대부분 호흡기 질환의 가장 흔
한 증상이므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기침은 반드시 결핵 여부를
의심해야 합니다.)
• 객혈(폐에서 피가 나는 것을 뜻하는 말로, 폐결핵환자에서 육아종

내부의 고름이 가래와 함께 섞여 나올 때 빨간 피가 묻어나올
수 있습니다.)
※ 보통 영화나 소설을 보면 환자가 기침하면서 많은 양의 피를 토하는
장면이 가끔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결핵이나 폐암이 상당히 진행한
환자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이며, 실제로 대부분 결핵환자는 가래에
소량의 피가 섞여 나오는 정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핵

• 무력감, 식욕부진, 체중감소(결핵균은 매우 천천히 증식하면서

우리 몸의 영양분을 소모시키고, 조직과 장기를 파괴합니다. 그
렇기 때문에 결핵을 앓고 있는 환자의 상당수는 기운이 없고 입
맛이 없어지며 체중이 감소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 발열(결핵은 일반 감기 몸살과 달리 39도, 40도에 이르는 고열
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오후가 되면서 약간 몸이 좋지
않다 싶을 정도의 미열이 발생했다가 식은 땀이 나면서 열이 떨
어지는 증상이 반복되는데, 전형적인 결핵환자는 잠을 잘 때 식
은 땀을 많이 흘려 베개가 젖을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 호흡곤란(폐는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

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초기에 폐결핵을 치료하지 않으면 폐 여
기 저기에 육아종과 공동이 생기면서 폐조직이 망가지기 때문에
폐기능이 점점 나빠지고, 결국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 호
흡곤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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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명

초기 증상
• 잠복기는 1~4일(평균 2일)이며, 증상 시작 1일 전부터 발병 후

인플루엔자

5일까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을 통
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
•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

증상과 인두통, 기침,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며 드물게
복통, 구토, 경련 등이 발생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민 행동 요령
1) 감염병 예방은

• 평소에도 손을 자주,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어야 합니다.
• 손을 씻어야 하는 때 : 외출 후, 많은 사람이 모

이는 장소를 다녀온 후, 조리하거나 식사하기
전, 화장실 사용 후, 기침이나 재채기 후 등

•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나 손수건, 옷 소

매 이용 입 가리기 등 기침 에티켓을 지키고 기
침이 계속된다면 마스크를 착용을 권장합니다.
• 손으로 가급적 눈, 코, 입 만지는 것을 피하고,

집안실내 등은 청결히 하고 환기를 자주 시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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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수는 반드시 끓였거나 병에 든 물(생수)을 드

셔야 합니다.
• 이외 요리시, 설거지시, 손을 씻거나 양치시 등

에도 안전한 물, 소독된 물 사용 권고 채소류
등 식재료는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고, 충분히
가열하여 드셔야 합니다.

• 어린이, 노약자 등 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 여름철 조리 음식 보관 금지, 오염된 물에 닿았

던 음식 섭취 금지,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색
깔, 모양 등이 변한 음식물 섭취 금지 도마, 칼
등은 식품별 구분하여 따로 사용하고, 사용 후
깨끗이 씻고, 잘 말려서 사용해야 합니다.
• 설사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조리

금지

• 특히,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진

료 권고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막힘)이 있을 때에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고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의
외출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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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병 증상이 나타날 때는
▪ 설사,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

랍니다.
* 특히, 고위험군(5세 이하, 65세 이상,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경우 즉시 진료 권고
▪ 해외

여행객은 귀국 시 발열, 호흡기 증상,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건강상태 질문서에 성실히 기재하고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Q&A
Q. 올바른 손씻기 방법은 ?

라. 기침예절 & 올바른 손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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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감염병예방 5대 국민행동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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